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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환기시스템을 활용한 축산 농가 보급형 소규모 풍력 발전 시스템의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풍력 에너지는 저탄소, 친환경적인 이미지의 신재생 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풍력 에너지를 축산 시설의 배기구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연중 지속적이고 고속인 한기

기류에 접목함으로써 풍력 에너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최근 에너지 비용 상

승으로 힘든 축산 농가에도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축산 농가의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축산

농가 보급형 소규모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 축산 시설의 환기 기류에 활용 가능한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며,

-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축사의 에너지 회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 풍력 발전 시스템의 경제적 운용을 위한 운영방안을 연구한다.

III. 연구 개발 결과

§ 축산 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50인치 크기의 대형 환기팬을 대상으로 하여, 환기팬 후

면에 형성되는 복잡하고 난류성의 기류를 현장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

모의하였다. 환기팬 후면의 풍속은 약 10 m/s 정도로 형성되었으며, 순간적으로는 최

대 12 m/s 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약 2m 거리에서는 6.5～7 m/s 정도로 감소하

였으나, 전반적으로 풍속이 안정되어 풍력 발전용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풍환경을 보였

다. 물론 환기팬에 가까워질수록 풍속이 증가하고 더욱 많은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환기팬 후면의 복합한 기류의 프로파일을 얻기 위하여 tuft flow visualization 실험을

진행하고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기류의 방향 측정하였다. 이는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

션의 경계조건으로 활용되어 환기팬을 직접 모의하지 않고도 동일한 기류를 모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 분석된 기류를 기반으로 익요소운동량이론(BEMT)으로 블레이드의 형상을 설계하였



다. 일반적으로 BEMT는 균일한 풍속 분포에 대한 설계방법을 제공하지만, 본 연구의

불균일한 기류 분포에 맞춰 BEMT의 설계 방법을 수정하여 도입하였다. 128개의

NACA 계열 익형을 대상으로 모두 설계를 진행한 후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최적의

성능을 보인 NACA63(2)-615 익형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계안을 선택하여 실

제 제작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였다.

§ 풍력 터빈용 블레이드는 컴퓨터가공을 이용하여 목재와 에폭시 수지로 각각 제작하였

다. 발전기는 영구자석을 사용한 동기식 3상 교류발전기를 제작하였으며, 많은 실험을

거쳐 성능을 보완하였다. 전력 변환부와 전력 출력부는 풍력 터빈과 발전기가 최적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거쳐 제작되었으며, 타워부는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

성, 경제성, 심미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다.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 냉각팬 등의

악세사리를 구성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풍력 발전 시스템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성능을 측정한 결과, 풍력 발전 시스템

은 안정적으로 300W의 전기를 생산하여 환기팬이 외부로 배출하는 약 1 kW 미만의

에너지 중 약 30% 정도를 다시 회수하여 가용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발전기에서 전송되는 전기는 330W 정도로 나타났지만, 약 10% 정도가 전력 변

환 과정에서 손실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환기 시스템의

부하를 측정한 결과 환기팬의 구동과 소요 전력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환기량만 약 1.5

%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기존 환기팬으로의 부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 최종 풍력 발전 시스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모의하고 그 경제성을 분석하

였으며, 풍력 발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조명 장치와 연계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경제성을 보였다. 풍력 발전 시스템의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였을 때,

약 5년 만에 모든 비용을 회수하고 매년 약 800,000원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

는 높은 경제성을 보였으며,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었다.

IV.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여도

본 연구의 성과가 관련 분야에 기여하고 활용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소형 풍력 발전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소형 풍력 발전 체계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

§ 소형 풍력 발전 분야의 가능성 확인 및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방향 확대

§ 축산업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풍력 발전 시스템의 제품화를 통한 축산 농가 경영의 안정성 향상 및 수입 증대



SUMMARY

I. Title

Development of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for livestock farming using ventilation
flow

II. Objectives of stud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mall-scale wind power system utilizing

ventilation fan flow of livestock buildings. In the contrast to the natural wind,

artificially generated wind flow can be a good alternative for this problem. Exhaust

fans in a livestock building operate all year to release a harmful gas out of the

building and control an indoor thermal condition. The wind behind the fan is useless

for indoor mechanisms but very dense and high-speed wind appropriate for wind

power generation. Therefore reutilization of the flow can be an effective plan to

reduce the energy burden and the feed cost for farm holder.

Main sub-objectives are

- to develop the small-scale wind power system utililzing ventilation fan flow of

livestock buildings

-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wind power system

- to devise schemes for economical operations of the wind power system for

energy-efficient livestock industry

III. Main results of study

§ In field experiment, high and stable wind condition was performed on the leeward

area of the ventilation fan. The velocity at the rear side of the ventilation fan was

almost 10 m/s on average and maximum reached 12 m/s. the velocity was

decreased to 6.5～7 m/s at the distance of 2 m from the ventilation fan and it still

shows high wind energy appropriate for wind power generation. However, wind

turbine installed closer to the ventilation fan would definitely produce much more

energy.

§ The vector field at the rear side of the fan was calculated using the

measurements and the image analysis of the tuft flow visualization test. The fan



flow profile was used as an input profile of a simulation model. This can save

cost and trouble of modelling the real ventilation fan in the simulation.

§ The BEMT (blade element - momentum theory) was coded to calculate optimum

blade design under non-uniform distribution of the ventilation fan flow unlike the

uniform natural wind condition. According to the optimization process of 128

NACA airfoils, the best performance was obtained when NACA63(2)-615 airfoil

was used. Because the first-designed shape factors were in a series of zigzags,

they were modified smoothly considering the convenience of manufacturing.

§ The wind turbine was made by CNC machine and the hub which links three

blades was made of aluminium alloy. The final wind power system consists of

wind turbin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power converter system,

power output system, tower and accessories. Many tests were conduc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generator. The tower were well designed to

satisfy structural stability, economic feasibility and appearance of the whole

system.

§ The final output from the wind power system was almost 300 W, corresponding

to 30% of the power consumption of the ventilation fan. The power generated by

the wind turbine and generator was higher than 300 W but electrical energy loss

of slightly higher than 10 % was observed when converting the generated energy

into usable electricity. Therefore the efficiency of the converter system was also a

significant factor and need to be improved in further studies. Furthermore the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the operation of the wind power system was also

evaluated by measuring the ventilation rate. There were few changes in the

rotation speed and electricity consumption of the ventilation fan due to the wind

power system. The ventilation rate decreased 1.5 % when the wind power system

is operated; however it can be negligible compared to the output of the wind

power system.

§ Several schemes for economical operation of the wind power system were devised

in this study. The most economical method was to utilize the produced electrical

energy to lighting system. By connecting the lighting system with the wind power

system, costs of initial investment and maintenance were recovered in 5 years and

they made a profit of 800,000 won every year.



IV. Contributions of study

Possible contribution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 To maintai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mall-scall wind power industry by

succeed in domestically producing all parts

§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for the use of small-scale wind power system in

Korea

§ To expand u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ystems

§ To enhance environment-friendly image of livestock buildings and industry

§ To ensure stabilized management and increase of the income of livestock farming

by the manufactured wind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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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원료사료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해외 축산물의 수입 증

가로 인해 축산 농가의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07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축

의 사료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육비의 증가로 인하여 산란계의 평균 순수익은 이미 적

자를 나타내었으며, 비육돈 및 육계 또한 순수익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가축의 사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하여 사료를 절감하

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육계의

경우, 전기, 연료 등의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수도광열비용이 순수익의 약 28.1%로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육돈의 경우도 약 6.3% 정도로 방역치료비, 고용노력비

를 제외할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가

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최근 교토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하에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비율을 2030년에 11%이상, 2050년에는 20%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에 축산업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은 에너지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 개

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재생 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을 뜻하며, 우리 나라는 신재

생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등의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

전지 등의 신 에너지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풍력 발전은 공기의 유동이 가진

운동 에너지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로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

하여 비교적 시설 비용이 적게 들며, 농사 및 목축과 병행할 수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

이 높은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 대관령 등의 풍력에너지 밀도가 높

은 지역에 대하여 100kW급 이상의 대형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어, 사실상 소형 발전을 통한 경제성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30% 효율을 가진 2.5 ㎡ 단면적의 소형 발전기를 3m/s의 꾸준한 바람이 부는 지역에 설

치할 경우, 발전기 한 대의 이론적인 월 전력 생산량은 약 9 kWh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가구당 월 전력 사용량인 100 ～ 500 kWh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이다. 또한 실제

로는 바람이 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풍속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발전이 가능한

시간이 감소하고 추가적인 부속품들도 필요로 하게 되어 시설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축산 시설의 경우, 환기를 목적으로 대형 환기팬이 연 중 항상 작동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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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외부로 10m/s 이상의 기류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환기 기류는 환기에 사

용된 후 버려지는 에너지로서, 기류가 거의 고속으로 일정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불기 때

문에 풍력 발전의 에너지원으로 매우 적절하다. 특히 풍력에너지 밀도는 풍속의 3제곱에

비례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위와 동일한 소형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발전기 한 대의 이

론적인 월 전력 생산량은 304 kWh로 급증하게 되며, 이는 가구당 평균 월 전력 사용량

(100 ～ 500 kWh)의 61 ～ 304%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축사는 다수의 배기팬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발전기도 설치가 가능하며(그림 1-1), 풍력 발전의 활용

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림 1-1 계사 후면의 대형 환기팬 모습. 다수의 발전기가 설치 가능함.

일반적으로 축산용팬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개 정도 꾸준히 가동되며,

부가적으로 시설 내의 조명장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고려하면, 축산 시설 한 동

의 한달간 전기 사용량은 수천 kWh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전기 에

너지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하는 가

격보다 비싼 가격(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부고시기준가격)으로 한전에 재판매할 경우

보다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활용 방안으로서 풍력에 의한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할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경우에 비하여 변환 효율이

훨씬 높아지게 되어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동절기에 열에너지를 시설

내부의 환경 조절에 사용할 경우 적정 환경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난방비 절감과 동시

에 생산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의 효과는 단순히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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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시설의 환기 기류를 활용한 풍력 발전은 버려지는 고밀도의 풍기류를 재활용하여

가용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에너지 부담 및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

적인 방안이다. 또한 추가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설의 설치도 비교적 저렴하여

투자 비용의 회수 기간도 비교적 짧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적으로 기피시설인 축산업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으며 저탄소 친환경 산업을 추구하는

범세계적인 추세와도 일맥상통하는 에너지 친화적인 방안이다.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필요성은 축산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 정책적인 에너지 보급도, 친환경적 발

전 방안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축산 농가의 사육비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 사육비의 약 70～80%를 차지하는 사료비를 제외하면,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에너지

비용이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 환기를 통해 버려지는 연중 지속적인 고품질의 풍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가용 전기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도입하는 대신 이미 사용된 에너지를 회

수하여 재사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의 투입을 줄이고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풍력 발전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에 비하여 초기의 투자비용이 저렴하여 회수 기

간이 비교적 짧으며,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시설 운영에 재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절약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축산업에의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축산 농가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대부분이 축사 내부의 시설 환경 유지

에 사용되며, 풍력 발전의 경우 부수적으로 생산된 에너지(열 등)를 시설 환경 유지

에 재투입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다.

◦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정책에 따른 활용 방안 모색

- 온실 가스 감축의 국제 동향에 따라 화석 연료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정책 및 활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 동조하여 축산 분야에 적용 가능한 활용

방안의 모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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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의 친환경 인식 향상

- 풍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부수적인 폐기․부산물이 발생하지 않고 탄소 배출이

없으므로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강하며, 이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의 이미지

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 재생 에너지, 즉 에너지 회수를 이용한 생산 활동으로 축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 풍력 발전의 경제성 인식

- 일반적으로 소형 풍력 발전은 대형 풍력 발전에 비하여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바람의 가용성이 낮은 경우 소형 풍력 발전의 활용성은 상당

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소형 풍력 발전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소형 풍력 발전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가 될 것이다..

- 온실, 저장고 등의 타 농업 시설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1. 연구개발의 목표

풍력 에너지는 저탄소, 친환경적인 이미지의 신재생 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풍력 에너지를 축산 시설의 배기구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연중 지속적이고 고속인 한기

기류에 접목함으로써 풍력 에너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최근 에너지 비용 상

승으로 힘든 축산 농가에도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축산 농가의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축산

농가 보급형 소규모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 축산 시설의 환기 기류에 활용 가능한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며,

-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축사의 에너지 회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 풍력 발전 시스템의 경제적 운용을 위한 운영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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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개발 목표

구분

(연도)
세부연구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1차

연도

풍환경 평가 및 제어

Ÿ 현장실험을 통한 축산 시설 환기 기류의 풍 에너

지 환경 평가

Ÿ 현장실험, 풍동실험, CFD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풍환경 제어 및 자연풍을 활용한 개선 방안 연구

블레이드의 기초 설계

Ÿ 풍동실험 및 CFD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블레이드

의 기류 특성 해석

Ÿ 풍동실험 및 CFD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블레이드

의 성능 평가 및 개선

발전 장비의 초기 모델 개

발

Ÿ 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 모델 연구

Ÿ 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 설비 제작

Ÿ 발전 설비의 성능 평가

2차

연도

블레이드의 적정 설계 및

풍력 발전 시스템의 개발

Ÿ 블레이드 및 발전 설비의 적정 용량 및 규모 결

정

Ÿ 현장실험 및 CFD 해석을 통한 발전 시스템의

적정 구조 및 위치 설계

풍력 발전기 운영에 따른

기존 환기 시스템의 영향

평가

Ÿ 발전기 운영에 따른 환기풍량의 발전 부하 및

축사 내부의 환기 시스템의 영향 검토

발전기 제작 및 초기

모델의 현장 적용 평가

Ÿ 현장 시험 적용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점 개선 및

시스템의 보완,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Ÿ 발전 시스템의 운영 모의

Ÿ 시스템의 초기 투자비 및 발전 성능을 통한 경

제성 평가

3차

년도

발전 시스템의 효율성 증

대 및 경제성 평가

Ÿ 발전 시스템의 효율성 보완 및 개선

Ÿ 현장 시험 적용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의 개선

Ÿ 시스템의 초기 투자비 및 발전 성능을 통한 경

제성 평가

풍력 시스템의 활용성 연

구 및 다변화를 통한 효

율 증대 연구

Ÿ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Ÿ 축산 시설 내 에너지의 활용성 연구

Ÿ 열변환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 및 경제성 연구

시스템의 현장 시험 적용

및 보완

Ÿ 시스템의 시험 모형 제작

Ÿ 축사 농가에 시험 도입 및 운영

Ÿ 축산 시설에서 발전기의 내구성 및 작동성능 변

화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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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소형 풍력 발전기는 영구 자석 교류발전기를 사용한다. 영구 자석형 교류 발전

기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인 발전기 형태이고 더욱이 마이크로 및 미니 풍력 발전

기에는 거의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용으로 적합한 규모의 발

전기에는 이보다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버비 윈드파워사(미국)는 자사의 영구자석 교

류발전기를 고수하고 있지만 원드 터빈 인더스트리트사는 종래의 권선 자장 교류 발전기

를 사용하며, 반면에 버그네트사는 기성품인 유도 발전기를 사용한다. 버지사와 월드 파

워 사와 같은 소형 풍력 터빈 제조사에에서 이용하는 몇몇 영구자석 교류 발전기의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발전기의 속을 밖으로 뒤집어 높은 디자인이다. 자석이 부착된 케

이스는 종종 자석 통이라 불리는데, 고정자(Stator)의 바깥쪽으로 회전한다. 이런 형태에

서, 블레이드는 케이스에 직접 볼트로 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구조의 또다

른 장점은 로터 회전에 의한 원심력에 의하여 자석이 자석통 벽면에 저절로 고정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구조들에서는 내부의 회전자에 자석이 붙어서 회전하고 외부가 고정되어

있어, 자석이 회전하는 동안 축으로부터 원심력에 의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형 풍력 발전기에서는 부하가 걸리지 않을 때 회전자가 매우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자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소형 풍력 터빈 교류발전기는 3상

AC 교류 전기를 생산하는데, 몇몇 배터리 충전식 발전기들은 AC를 DC로 정류하여 사용

하는 형태도 많이 있다.

영구 자석을 사용하는 발전기에서는 공통적으로 로터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을 경

우 초기에 회전이 시작되면서 저항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깅

(cogging)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는 자석이 고정자의 코일과 정렬되어 그 둘 사이의

상대적 운동에 저항이 생기는 현상이다. 스트레익 원드 일렉트릭 사의 휴 피고트는 발전

기 회전자(armature)의 적층 판 내의 긴 구멍에 못을 비스듬히 박아 줌으로써 코깅을 줄

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많은 소형 풍력 터빈 제조사들이 이 기술을 사용한 바 있

다. 또한 사우스 웨스 윈드 파워의 Air 303에서 보인 것처럼 자석을 비스듬히 못 박아 동

일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소형 풍력 발전에 있어 해외의 전문업체들로는 Southwest windpower, Bergey(미국),

Eoltec(프랑스), Bonay(스페인), Proven, LVM, DC-Tech(영국), Fortis(네덜란드) 등이 있

으며, 이들 선진국들의 제품들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 제품의 가격은 기술적인

안정성과 제품인증 기술에 따라서 차별화 되어 있다. 대부분의 유명 소형 풍력업체들의

특징은 자사만의 표준화된 블레이드 형태 및 제조 기술과 한계풍속이상에서 출력을 제어

해 주는 장치에 대하여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풍력 시스템에 필요한 발전

기, 제어기 등의 모든 부품들은 대부분 자사에서 직접 제조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전

문적인 기기 제조회사와 연계해서 풍력시스템을 조립 및 제조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

회사마다 증속 기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풍력용 발전기는 다양한 풍속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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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동하기 위하여 증속 기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기어비용과 기어장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며, 바람에서 주어지는 풍력에너지를 전기로 변화하는 효율이 낮은

실정이다. 각국의 소형풍력 회사 마다 기기의 보유 기술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

관계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술현황을 보면 현재 소형 풍력 발전기를 개발 중인 업체가 영세하고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자체 기술로 풍력발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주) 서영테크, 2006). 이에 따라 대부분의 풍력 발전기는 대형 풍력 발전기이며,

발전기는 보통 유도형 발전기나 비동기식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최대 전력 생산량은

약 1-1.5 MW 정도이다. 풍력 터빈의 브레이크 시스템으로는 유압 시스템이 주로 사용되

고 있다. 터빈의 내부에는 발전기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소산시켜주는 팬이 설치되어 있으

며 대부분 공냉식이다. 기어박스 내부에는 오일을 냉각시켜주는 냉각시스템이 장치되어

있고 수냉식과 공랭식이 주로 사용된다.

풍력발전기의 타워부는 발전기 나셀과 로터를 지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고

도가 높아질수록 풍속이 높게 되므로 타워부는 높을수록 유리하나, 너무 높을 경우에는

세장비가 커져 좌굴에 의한 파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구조해석이 동반되어야 한

다. 전형적인 현대식 600 kW급 터빈에서 보통 타워부의 높이는 약 40～60 m 정도의 높

이를 가진다(13-20층 빌딩 높이). 보통 타워는 원통형 또는 격자망형 타워로 나뉠 수가

있는데, 터빈의 외관상의 문제와 Nacelle로 접근하는데 대한 안전성 등을 따져보면 원통

형 타워가 격자망형 타워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격자망타워의 경우 동일한 강성을 가지

는 설계에 있어서 원통형 타워보다 제작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풍력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국내의 풍환경이 적절하지 못한데 있다. 풍에너지의 밀도

가 낮고 풍향, 풍속 등의 시간적 변동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풍속과 풍향의 바람을 동력

원으로 전환시키는데 많은 기술이 요구되어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으

나 최근의 중 대형급 수평축 발전기는 효율이 많이 높아지고, 풍력발전 단지조성의 결과

에너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발전단가가 점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의 유류 파동 이후 풍력발전연구를 시작한

이래, 1975년 한국과학원(KAIST)에서 경기도 화성군에 설치한 2 kW급 풍력 발전기가

국내 풍력발전기의 효시이며, 1990년대 이전까지 약 20여대의 소형 풍력발전기가 연구개

발용 시제품으로 또는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설치되었으나, 지속적인 관리 부족 등의 이

유로 대부분 철거되어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신

뢰성 있는 선진외국의 풍력시스템을 도입하여 풍력발전기에 대한 설치 운영 및 개발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너지 기술 연구소가 풍력발전용 터빈의 운전특성에 대한 각종

측정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풍력 발전기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보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러한 풍력자원을 활용함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이는 매년 막대한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우리나라의 실정

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의 자급도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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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축산 시설 환기 기류의 풍 에너지 환경 평가

1. 풍 에너지 기초 이론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므로 바람이 갖는 에너지는 흐름에 의한 운동에너지이다. 이러한

바람의 흐름으로부터 추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풍력 터빈의 단면을 통과하는

운동 에너지이며, 즉 이에 따른 출력은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로 정의되므로 운동에너지의

식을 파워로 변환할 수 있다.

 





  


  


 (3-1)

 : 풍력 터빈에 의한 출력

 : 바람 흐름의 질량

 : 공기의 밀도

 : 바람 흐름의 단면적

 : 바람 흐름의 평균 유속

또한 단위 면적당의 풍력에너지 ()를 풍력 에너지 밀도라고 하며 식 (3-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풍력 에너지 밀도는 풍력 단지 선정 시 대상 지역의 풍력 발전 가능

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람의 에너지는 터빈의

회전 면적에 비례하고, 풍속의 3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다. 즉, 풍속이 2배가 되면 풍력에

너지는 8배가 되므로, 풍력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바람이 강한 곳을 선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2)

터빈 회전면을 통과하는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추출해 낸다는 것은 풍력 터빈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 터빈 후방에서의 흐름이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실제로 공기역학적으로 추출 가능한 에너지는 한

정되어 있다. 바람의 흐름과 에너지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터빈을 지나는

바람의 흐름을 하나의 관과 같이 도시하면 그림 3-1과 같다. 터빈 전후의 압력 및 풍속

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그림 3-1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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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위치에서의 질량유량은 같아야 하므로 식 (3-3)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터

빈이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므로 유속은  ∼  가 되며, 반대로 바람

흐름의 단면적은  ∼  의 관계가 된다.

    (3-3)

  : 하첨자, 각각 터빈의 상류와 하류에서의 자유흐름이 존재하는 위

치

  : 하첨자, 각각 터빈 전과 후의 위치

그림 3-1 터빈을 지나는 바람의 흐름 및 터빈 전후의 압력, 풍속의

변화

터빈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베르누이의 에너지 방정식을 터빈 전과

후에 각각 도입하면,

 



   



   



   



 (3-4)

위의 두 식으로부터 터빈의 전후에 형성되는 압력의 차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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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유 흐름 상태의 압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터빈 내에서의 유속이 거의 일정

하다고 가정하면,

≃ ≃≃ (3-6)

 : 터빈 내에서의 축방향 유속

위 가정에 따라 터빈 전후의 압력 차는

    

  

 (3-7)

한편, 터빈이 받는 축방향의 힘은 터빈 전후의 압력차와 터빈의 단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3-8)

 : 터빈이 받는 축방향의 힘

또한 터빈이 받는 축방향의 힘은 터빈을 지나는 바람의 운동량의 변화, 즉 운동량의 감

소량과도 일치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9)

      (3-10)

따라서 터빈이 받는 축방향의 힘을 나타내는 두 식으로부터 다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터빈을 통과하는 흐름은 상류의 자유흐름 유속과 후류의 유속의 평균값이 됨을 나

타내고 있다.

 


(3-11)

풍력 터빈에 의한 출력은 터빈이 하는 시간당 일량 또는 바람이 갖는 운동에너지의 변

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식 (12)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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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바람이 풍력 터빈을 통과하는 질량 유량

풍력 터빈이 발전할 수 있는 출력은 풍력 터빈 전 후의 바람의 유속의 함수로 나타나며,

여기서 풍력 터빈이 발전할 수 있는 출력의 최대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또는

  을 취하여 이론적인 최대 출력값과 이때의 바람의 유속 분포를 산정한 결과

는 식 (3-13)과 같다.

   


    


 일 때, m ax  







 (3-13)

식 (3-13)을 바람이 가진 에너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바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에너지를

  



 이라고 하면 식 (3-14)와 같이 바람이 가진 에너지 중, 이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대량은 약 59.3% 정도가 된다. 이 값을 베츠의 계수(Betz limit)라고 하며, 실

제로는 이보다 더 적은 양만을 생산해낼 수 있다.

m ax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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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 에너지 평가 실험

환기 기류를 활용하여 고효율의 풍력 발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기팬에서 배출

되는 기류의 특성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장 측정을 통하여 기류의

분포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유동을 가시화 하는 것이 힘들고

측정 지점 수가 적은 현장 실험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을

필요로 하였다. 먼저 기류의 가시화를 위하여 이미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류를 모델링하였다.

가. 현장 실험 방법

축사 시설에서는 내부의 최소 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 팬을 항상 작동시

키는데 시설외부로 꾸준히 배출되는 기류는 약 10m/s로 이는 풍력발전의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기 충분한 양이다. 따라서 배기팬에 의하여 실제로 생성되는 기류를 분석함으로

써 풍량을 최대한으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위치 및 거리 등에 대한 기초데이터

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협력 업체인 범진 시스템(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78)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되는 배기팬은 축산 농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50 인치 배기팬으로서 크기는 약

137cm×137cm 이다. 실제 축산 농가에 설치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림

3-2와 같이 팬을 건물의 한쪽 벽에 설치하여 실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도록 하였

다. 팬의 중심으로부터 팬의 수직 길이는 68.5cm이었으며 바닥으로부터 112cm가 떨어진

높이에 팬을 설치하였다. 풍 환경의 제어를 통한 발전효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본적인

배기팬의 성능을 측정하였고, 팬에서 배출되는 기류의 양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

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그림 3-2 실험용 배기팬의 설치 상황(좌) 및 설치한 배기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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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기 기류 풍환경 측정 및 팬의 동작 확인

배기팬에 의하여 발생되는 배기류의 풍속 분포를 개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배기팬의 동

작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2009년 8월 7～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개략적인

배기류의 풍속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3-3과 같이 바람개비형 풍속계(Testo

410-2, Testo, Germany)를 사용하여 배기팬으로부터 바람 방향으로 배기팬의 중심에서

0.5m, 1m, 2m, 3m, 5m, 7m, 10m 떨어진 곳에서 풍속을 측정하였으며 배기팬의 중심에서

좌측으로 약 1.5m 떨어진 지점들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풍속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은

향후 진행될 실험들을 계획하기 위한 예비 실험으로서 진행되었으므로, 개략적인 분포만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측정에서는 열선 풍속계가 아닌 바람개비형 풍속

계가 풍속 측정에 더 용이하였는데, 이는 배기팬에서 발생하는 배기류의 경우 난류강도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열선 풍속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풍속의 변화가 너무 심하여 오

히려 평균적인 값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미압측정계(TSI 5815, TSI Inc., USA)를 사용하여 배기팬 전후 및 풍하측 위치별

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림 3-4와 같이 타코미터(DT-2230, Lutron, Taiwan)를

이용하여 비접촉식으로 배기팬의 회전수를 측정하여 팬의 동작 상태를 측정하였다.

그림 3-3 풍속계를 사용한 지점별 풍속

측정

그림 3-4 타코미터를 사용한 배기팬의

회전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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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기 기류의 풍환경 측정

동일한 장소에서 2009년 8월 27～28일에 동안 배기팬에서 배출되는 배기류의 풍속 특성

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다채널 풍속계(System 6243, Kanomax, Japan)를 사용하

여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풍속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센서의 설치 위치는 그

림 3-5과 같이 배기팬의 중심으로부터 바람 방향으로 0.5m, 1m, 2m, 3m, 4m, 5m, 6m,

7m 거리의 지점이며, 팬의 중심 높이인 바닥으로부터 180cm 높이에 센서를 두고 측정을

하였다. 측정은 0.1초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였다. 팬의 중심선상에서 측정을 마친 후에는

모든 측점을 좌측으로 1m 이동하여 측정을 하였으며, 이후에는 팬의 중심으로부터 좌측

으로 2m 이동하여 측정을 반복하였다(그림 3-6). 팬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은 기

류가 같다고 가정하고 좌측면에 대해서만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3-5 배기류 측정을 위한 센서 설치 위치 (평면도)

다양한 배기팬의 작동 상황에 따른 배기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기팬에 가해지

는 전류를 60Hz에서 50Hz, 40Hz로 조정하여 풍량을 감소시키면서 풍속 분포를 측정하였

다. 또한 배기팬에 부착된 덕트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풍환경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덕트

형 구조물은 배기팬으로부터 약 10～20cm 정도 덕트가 연장되어 배기류가 바로 옆으로

흩어지지 않고 가운데로 모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물은 배기류의 풍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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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배기류 측정을 위한 센서 설치 및 측정 장명

3) 환기팬에서의 유속 분포 측정

앞선 배기류 측정실험을 통하여 배기팬에서 배출되는 바람은 배기팬 전면에서 고르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배기팬 내의 위치에 따라 유속 분포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배기팬에 의한 배기류를 모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추후 풍력발전기

의 설치 위치를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기팬 내의

유속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팬 앞에 팬의 지름과 같은 PVC파이프를 설치하고 다채널

풍속계를 파이프에 고정시킨 뒤 몇 분간 풍속을 측정한 값을 기록하였다. 가로와 세로를

직각으로 연결한 ㄱ자 모양의 파이프에 가로, 세로 각각 비슷한 위치에 풍속계를 4개씩

설치하였다. 가로방향으로는 중심으로부터 10cm, 27cm, 44cm, 62cm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하고, 세로방향으로는 중심으로부터 10cm, 26cm, 40cm, 56cm의 위치에 설치하여 풍속을

측정하였다. (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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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배기팬의 위치별 유속 변화 측정

4) 환기 기류의 가시화 실험

배기류의 유동 형태를 가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3-8과 같이 레이저 장비와 연

기 발생기를 이용한 가시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배기팬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거리에

laser 장치(VD-IIIA LASER GAM-1700, Intech systems) 2대를 배치하였고, 유동을 가

시화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 적절히 배치를 바꾸어 가며 실험하였다. 레이저 장치에서

렌즈의 삽입 방향을 가로 세로로 변경해 가며 배기팬을 중심으로 가로 또는 세로로 레이

져 면을 만들고, 레이져 면을 지나는 연기의 형상을 캠코더로 찍어서 유동을 가시화하였

다. 이때 건물 내부의 배기팬 유입부에서는 연기발생기를 설치하여 간헐적으로 연기가 발

생하도록 하였다. 효과적인 유동의 촬영을 위하여 해가 진 후 20시경에 실험을 수행하였

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의하여 레이저의 가시성이 저감되는 영향 및 배기팬 외

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속과 풍향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면에 가리개를 설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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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배기류 가시화를 위한 유동 가시화 실험

나. 이미지 분석 방법

앞선 실험들은 배기팬에서 배출되는 기류를 가시화하고, 또한 배기팬 면에 형성되는 풍

속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측정은 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배기팬에서 배출되는 기

류의 3차원적인 배출 방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즉 배기팬의 각 위치에서

풍속의 벡터 성분을 추출해 낼 수 없었다. 배기팬의 각 위치에서 풍속의 벡터 성분을 측

정할 수 있을 경우, 배기팬에서 유도되는 배기류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

며, 이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벡터 성

분을 추출해 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과정은 항공기의 날개 표면의 유동을 모사하는데 사용된 바 있는 'tuft flow

visualization' 실험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먼저 배기팬의 크

기보다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20cm 정도씩 더 큰 틀을 제작하였으며, 틀의 중심이 배

기팬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높이를 조정하였다. 틀에는 가로, 세로 각각 13개의 와이어를

연결하여 총 169개의 격자점을 만들었다. 실험 구성에 대한 내용은 그림 3-9에 잘 묘사

되어 있다. 이때 와이어가 기류에 흔들려서 와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였다.



- 18 -

각 와이어의 교차점, 즉 격자점에는 자주색 형광 물질로 염색한 무명실을 묶어서 고정시

킨 후, 정확히 5cm가 남도록 잘라서 정리하였다. 선행 조사를 통하여 일반적인 색보다

형광 물질이 포함된 색으로 염색할 경우 멀리서도 무명실이 잘 보였으며, 형광 물질이 포

함된 여러 가지 색을 시도해 본 결과 자주색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주색 형

광 물질로 염색을 하였다.

그림 3-9 배기류의 벡터장 분석을 위한 이미지 측정용 격자망

그림 3-10와 같이 설치한 격자망의 자주색 무명실은 배기팬이 가동되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되므로, 이를 배기팬의 정면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후, 무명

실이 날리는 방향을 벡터로 수치화하였다. 배기팬의 유속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기류가

일정하였지만, 일부 난류 강도가 높은 격자점에서는 무명실이 요동치는 현상을 보였기 때

문에 약 100 여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한 후, 이미지 분석한 결과를 평균하여 사용하

였다. 100 여장의 사진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격자점에서의 벡터를 모두 생성하기 위하여

MATLAB(ver. 7, The MathWorks, Inc., USA)을 이용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반복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3-10 배기팬에 설치한 이미지 측정용 격자망 및 형광물질로 염색한 무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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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뮬레이션 방법

배기팬에서 배출되는 기류를 현장 측정만으로는 명확히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지 분석 실험 외에도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하여 배기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먼저 주로 사용되는 배기팬의 형상을 모델링하고 배기팬의 회전을 구현하여야 한다.

배기팬의 형상을 모델링하는 과정에서는 자유로운 곡면 처리가 가능한 Rhinoceros(ver.

4, Robert NcNeel & Associates)를 사용하였다.

2차원 표면 격자의 생성 및 경계 조건의 생성은 GAMBIT(ver. 2.4, Fluent Inc., USA)으

로 수행하였으며, 3차원 격자 생성은 TGrid(ver. 4.0, Fluent Inc., USA)로 수행하였다. 최

종적인 메인 모듈은 Fluent(ver. 6.3, Fluent Inc., USA)를 사용하여 배기팬의 동작을 구

현하였다.

◦ GAMBIT

GAMBIT은 전산유체역학 또는 다른 수치해석 기법의 계산 영역에 사용될 메쉬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용자에게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기반의 사용환경

을 제공하므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에 비해 보다 편리하게 메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UI를 이용한 메쉬 설계는 기본적인 과정인 세부 영역들을 만들고

(building), 내부 메쉬를 형성하고(meshing), 경계조건을 할당하는(assigning) 과정을

사용자가 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설계된 메쉬를 품질을 평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제공한다. 또한 ACIS, Parasolid, IGES, STEP, Catia,

CAD 등의 다른 형식으로 제작된 구조 및 메쉬들과도 호환이 가능하여 복잡한 구

조를 제작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TGrid

TGrid는 매우 효율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비정렬 격자(unstructured grid) 생성용

프로그램이다. 삼각형(triangular), 사면체형(tetrahedral), 육면체형(hexahedral), 기둥

형(prismatic), 피라미드형(pyramidal) 격자들을 사용하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정

도의 크기나 복잡성을 가진 격자들도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비정렬 격자

생성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격자 생성과정을 거의 자동화하고 있으며, 정확성은 극

대화하고 메모리나 CPU의 점유율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GAMBIT이 3D의 격자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Solid modeling에 기반한 volume이

우선적으로 생성되어야 한다면, TGrid는 이와 달리 독립적인 face들만 있으면 가능

하다. TGrid는 메쉬 생성 시 가장 성공적인 시작위치를 찾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경계면의 메쉬를 수정하고 검사하는 많은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면들로만

구성된 형태의 3D 구조에서도 메쉬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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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inoceros

Rhinoceros는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 기반의 상용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산업디자인, 건축디자인, 보석 및 자동차 디자인, CAD 등 다양한 분

야의 그래픽 디자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NURBS는 최근 그래픽 방식에서 새롭

게 나타난 방식으로서, 기존 프로그램들의 polygon 방식이 오브젝트의 생성 시 표

면에 각이 생성되는데 반하여, NURBS 방식은 자체가 곡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러한 제한 없이 부드러운 오브젝트를 생성시킬 수 있으며 solid modeling의 교차

작업(subtract, union 등)에도 강점이 있다.

◦ Fluent

Fluent는 유한체적법을 사용하여 질량, 운동량, 에너지와 화학종의 보존방정식을

푸는 전산유체역학 코드로서,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적인 메모리 할당

과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 유연한 계산 제어를 가능하게 제작된 CFD 기반의 컴퓨

터 모델링 및 분석 툴이다. 또한 client/server 구조를 사용하여 여러 대의

computer를 사용하여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현대의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계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체 및 에너지의 이동현상의 해석에 필요한 방정식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법칙

을 미소의 체적에 적용하여 얻어진 비선형 연립 편미분방정식이다. 각각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질량보존방정식 :

∂ρ
∂t

+ ▽⋅( ρu ) = S m (3-15)

운동량보존방정식 :

∂
∂t

(ρ v)+
∂
∂xi

▽⋅(ρ vv)=-▽p+▽⋅ τ+ρg+ F (3-16)

에너지보존방정식 :

∂
∂t

(ρE)+▽⋅( u(ρE+p))=▽⋅(keff▽T-∑
j
h jJj+(τ eff⋅u))+S h (3-17)

ρ : 밀도

u : 속력

p : 정압

S m : 화학반응에 의한 질량 소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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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 응력 텐서

g : 중력 가속도

F : 외력

 : 총 에너지

k eff : 유효 전도율

T : 온도

 : 종의 현열 엔탈피

Jj : 종의 확산 플럭스

 : 유효 응력 텐서

Sh : 화학반응이나 복사에 의한 엔탈피 증가

위의 비선형 연립 편미분방정식은 계산 격자의 수가 매우 많고 지배방정식의 수가 많

을 경우, 반복법에 의한 수렴성 판단으로 수치해를 근사적으로 계산한다. 계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u, v, w 방향의 운동량 보전방정식을 각각 계산한다. 이로부터 얻어진

속도는 질량보존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연속방정식으로부터 질량보전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속도성분을 갱신한다. 엔탈피와 각각의 종을 계산하고, 난류 성분

(turbulence kinetic energy, eddy dissipation rate)에 대한 계산을 수행한 후 속도 성분을

갱신한다. 유체의 물성치를 갱신한 후, 수렴성을 판단하여 수렴하였으면 계산을 끝내고,

수렴하지 않았으면 다시 상기에서 부터 반복 계산한다.

그림 3-11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연구의 흐름도

그림 3-11은 CFD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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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지며, 먼저 격자망을 구성하는 단계와 다양한 조건들을 조합하

여 계산을 수행하는 단계, 그리고 계산된 결과로부터 결론을 분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계산을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Fluent 프로그램이 사용되지만, 추가적인

방정식이나 소스항들은 C언어를 이용한 UDF로 구성하여 별도로 적용시킬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난류모델의 선택이 필요하다. 현재,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한 난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각 모델에서의 물리적인 특성과 문제의 특성, 요구되는 정확도의 정도, 시뮬레이션

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난류 모델을 결정해야 하며, 주로 사용되는 난류 모델로

는 Laminar, k-epsilon, k-omega, Reynolds stress, Large eddy simulation 등이 있다.

3. 풍 에너지 평가 결과 및 모델링

가. 현장실험 결과

1) 환기 기류 풍환경 측정 및 팬의 동작 확인

장애물의 유무에 대하여 풍속이나 풍량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먼저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환기팬을 가동시키고 바람이 유입되는 풍상측, 즉 실내에서 측정한 결과 0.5m

떨어진 부근에서 속도는 3.4 ~ 4m/s를 나타냈으며 압력은 -6.8 ~ -10 Pa 로 측정되었다.

팬의 재질이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타코미터를 이용하여 회전수를 측정하기 위해, 재질

이 반사되지 않는 부분인 팬 중심의 한 지점을 잡아 회전수를 측정한 결과 413.1 RPM

의 값을 나타내었다.

거리에 따라 팬의 중심지점과 측 방향에서 풍속기를 이용하여 풍속을 측정한 결과는 아

래의 표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팬의 중심지점에서 최대 9m/s의 풍속이 측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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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어질수록 풍속은 감소하였다. 또한 왼쪽 측 방향 1.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결과, 1m 이내의 거리에서는 풍속이 1m/s 이하로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팬의 중심부분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대 풍속을 살펴보면 3m 앞에서

5.2m/s를 나타내었다. 이는 측 방향으로 기류가 퍼지면서도 최대풍속 9m/s 와 비교할 때

약 60%의 풍속이 팬 좌우로 퍼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측 방향으로 퍼지는 바람

이 감지되는 최대 거리를 측정한 결과, 팬에서 멀어질수록 측 방향으로 바람이 감지되는

거리는 멀어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풍 환경제어의 목적으로 팬에서 배출

되는 기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측 방향으로 퍼지는 기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

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주풍방향

거리

팬의 중심지점 왼쪽 측방향 1.5m 좌측바람

감지거리(cm)Min Max Min Max

0.5m 1.2 9 0 0.9 -
1m 2 8 0.5 0.9 135

2m 4 7 1.5 4.2 192
3m 5 7 1.6 5.2 240
5m 4 5 2 4.5 340
7m 3 2 2 4 460

10m 0 2 1.5 2.5 -

표 3-1 거리 및 위치에 따른 배기류의 유속 측정 결과 (풍속 단위 : m/s)

표 3-2는 거리에 따른 압력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압력분포는 팬의 중심을 기준으로 주

풍방향으로만 측정하였다. 측정 과정에서 압력의 변화가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미풍압계

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표의 결과는 정확한 압력값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

다. 하지만 몇 분간의 측정을 통하여 평균화된 값을 나타내므로 전체적인 경향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압력 분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분포와 일치하였다. 배기팬의 실

내 측, 기류가 유입되는 면에서의 압력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팬에서 가까울수

록 압력이 크게 측정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팬 근처에서 압력의 변화는 가장 심하

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압력의 변화는 또한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차 줄어들었다. 바람이

배출되는 배기팬 바로 앞의 압력은 46 pa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값은 추후에 배기팬에

걸리는 부하를 평가할 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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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풍방향 거리
팬의 중심지점

Min Max
팬 뒤 -7.5 -4
0.5m 0 46

1m 10 43
2m 22 27
3m 10 18
7m 2 8
10m 2 3.5

표 3-2 거리에 따른 압력분포, 압력의 단위(Pa)

2) 환기 기류의 풍환경 측정 결과

다채널 풍속계로 배기류의 풍속 분포를 측정한 결과는 표 3-3, 3-4, 3-5과 같다. 표에서

‘덕트’는 배기류를 가운데로 모아주기 위한 덕트형 구조물의 설치 유무를 나타낸다. 먼저

배기팬을 60Hz로 가동시켰을 경우의 결과는 표 3-3와 같다. 다음으로는 각각 배기팬의

유량을 줄이기 위하여 50Hz, 40Hz 로 감소시킨 후의 결과는 각각 표 3-4과 3-5에 나타

내었다.

배기팬이 60Hz로 가동될 때 덕트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풍방향으로 2m 이하의 거리에

서는 팬의 중심과 측방향으로 1m 떨어진 부근에서의 풍속이 증가하나, 측 방향으로 2m

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보조시설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까운 거

리에서는 좌우로 퍼지는 풍속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풍방향으로의 거리가

3m 이상이 되면 보조시설로 인한 풍속의 증가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0Hz 일때의 결과는 60Hz와 또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회전수의 감소에 따라 팬과

가까운 부분에서 풍속이 증가하는 경향이 감소하였다. 60Hz일 때 주풍방향으로 2m 이내

에서 측 방향으로 1m까지 풍속이 증가하는 경향과 비교하여, 50Hz 일때는 팬의 중심 바

로 앞에서만 그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60Hz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면 풍속이 감

소하는 경향과 비교할 때 회전수 50Hz 일때는 거리가 멀어질 때 풍속이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는 낮은 회전수에서는 주풍방향으로 2m 이상의 풍속을 제어하는데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40Hz 일때의 결과는 50Hz의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팬과 근접한 부분에서의 풍속

은 오히려 감소했으나, 주풍방향으로 2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의 풍속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회전수가 낮아질수록 덕트 구조와 같은 보조시설

의 설치로 인하여 팬과 근접한 부근에서의 풍속은 약간 감소하지만, 주풍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풍속을 제어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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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0.5m 1m 2m 3m 4m 5m 6m 7m

Center
유 2.21 6.15 6.27 3.84 2.51 1.68 1.36 1.11

무 2.35 6.4 6.84 2.52 1.6 1.26 1.05 0.93

1m
유 0.4 0.55 1.67 2.54 2.68 2.54 2.24 1.89

무 0.61 0.87 1.87 2.24 2.29 2.12 1.82 1.62

2m
유 0.62 0.57 0.56 0.59 0.62 0.76 1.1 1.34

무 0.4 0.44 0.45 0.52 0.59 0.75 0.92 0.98

표 3-3 배기류의 거리에 따른 풍속 분포측정 결과 (60Hz)

덕트 0.5m 1m 2m 3m 4m 5m 6m 7m

Center
유 1.73 5.09 5.44 3.6 2.24 1.66 1.4 1.24

무 1.94 5 6.14 3.16 2.28 1.73 1.35 1.15

1m
유 0.65 1.07 1.95 2.29 2.37 2.01 1.63 1.34

무 0.37 0.68 1.87 2.45 2.45 2.09 1.76 1.37

2m
유 0.48 0.49 0.44 0.43 0.46 0.55 0.88 1

무 0.47 0.55 0.52 0.52 0.63 0.73 0.87 1.01

표 3-4 배기류의 거리에 따른 풍속 분포측정 결과 (50Hz)

덕트 0.5m 1m 2m 3m 4m 5m 6m 7m

Center
유 1.93 5.93 1.44 0.75 0.59 0.55 0.51 0.47

무 1.65 5.38 2.38 1.12 0.84 0.65 0.6 0.53

1m
유 0.48 0.82 1.4 1.68 1.76 1.44 1.32 1.06

무 0.31 0.51 1.16 1.36 1.39 1.3 1.11 0.84

2m
유 0.44 0.38 0.31 0.35 0.44 0.56 0.67 0.76

무 0.33 0.36 0.37 0.42 0.5 0.6 0.77 0.77

표 3-5 배기류의 거리에 따른 풍속 분포측정 결과 (4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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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보조시설이 없는 경우 배기팬 유량에 따른

풍속분포

그림 3-12는 팬의 중심부분에서 보조시설 없을 경우, 배기팬의 가동을 60Hz , 50Hz,

40Hz 로 조정하며 풍속 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 40, 50Hz에서는 최대 풍속이 나타나는

지점이 한 지점으로 매우 적은 영역에서 최대 풍속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60Hz에

서는 1～3m 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풍속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풍속이 나타

나는 거리는 배기팬의 유량이 감소할수록, 즉 소요 전류가 낮을수록 배기팬에 가까운 지

점에서 형성되었으며, 반대로 배기팬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먼 지점에서 형성되고, 최대

풍속이 나타나는 구간도 증가하였다. 풍속이 최대 풍속에 도달하면, 이후는 전체적으로

풍속의 직선적인 감소를 보였고, 3m 이상의 거리에서는 풍속의 감소 또한 완만해 졌다.

풍속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완만해지는 거리인 3m 지점을 살펴보면 60Hz는 2.52m/s로 감

소되었고, 50Hz에서는 3.16m/s로 60Hz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40Hz에서는 1.12m/s로

풍속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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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20 cm의 덕트형 보조시설을 설치한 후

배기팬 유량에 따른 풍속분포

그림 3-13은 약 20cm의 덕트형 보조시설을 설치하고 팬의 중심부분에서 다시 풍속을

측정한 결과이다. 돌출 시키지 않고 실험했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40Hz 에서만 최대

풍속이 발생하는 구간이 짧게 나타났다. 돌출 구조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2m 이상에

서 바람의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50, 60Hz의 실험조건에서는 1～2m 지점에서 바람

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바람이 감소하는 경향을 살펴보면 돌출 구조가 아닐 경우에 풍속

이 3m/s로 급격하게 감소했던 반면 풍속이 약 3.7m/s로 떨어진 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

하였다. 60Hz에서의 최대풍속은 6.27m/s , 50Hz에서의 최대풍속은 5.44m/s로 2m 떨어

진 거리에서 나타났고, 40Hz에서의 최대풍속은 5.93m/s로 1m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다.

최대 풍속이 나타나는 거리는 돌출 되지 않은 구조와 같았지만 60, 50Hz 일 때 최대 풍

속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40Hz에서의 최대 풍속은 오히려 0.55m/s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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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보조시설이 없는 경우 배기팬 중심에서 1m

좌측에서의 유량에 따른 풍속분포

그림 3-14은 팬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왼쪽 방향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덕트형 보조시

설이 없는 상태에서의 풍속 분포 결과이다. 배기팬의 중심으로부터 일렬로 풍속계를 설치

할 경우 바로 1m 떨어진 곳에서 최대 풍속이 나타난 후 감소를 보이는 반면 좌측으로

1m 떨어질 경우에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1m 지점부터 급격하게 증가되어 3～4m 부

근에서 최대 풍속을 나타내었고 팬의 중심선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풍속이 떨어지는 경향

이 완만하였다. 3～5m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풍속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

대풍속은 팬의 중심선상에 있는 지점들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4m 떨어진 지점에

서 최대 풍속을 나타내었다. 60Hz에서 2.29m/s, 50Hz에서 2.45m/s로 배기팬의 유량이 떨

어졌음에도 약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40Hz에서 1.39m/s의 최대 풍속을 나타냈

다.

그림 3-15 20 cm의 덕트형 보조시설을 설치한 후

배기팬 중심에서 1m 좌측에서의 유량에 따른 풍속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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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은 팬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왼쪽 방향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덕트형 보조시

설이 있는 상태에서의 풍속 분포 결과이다. 보조시설의 영향 때문에 바람이 모이는 거리

가 대체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대풍속은 60Hz에서 2.68m/s, 50Hz에

서 2.37m/s, 40Hz에서 1.76m/s로 4m 떨어진 지점에서 나타났다. 60Hz와 40Hz 에서의 최

대풍속이 보조시설이 없을 때 보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50Hz 조건에서

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보조시설의 영향으로 인해 최대풍속이 나타난 이후

에 바람이 감소하는 경향이 더욱 완만해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6 보조시설이 없는 경우 배기팬 중심에서 2m

좌측에서의 유량에 따른 풍속분포

그림 3-16는 팬의 중심선으로부터 2m 좌측으로 떨어진 지점들에서 덕트형 보조시설이

없을 때의 풍속 분포를 비교한 결과이다. 중심선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들의 풍속 그래

프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급격한 풍속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팬의 중심으로부터 좌측으로 떨어질수록 최대풍속이

보이는 거리도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로부터 배기팬에서 나오는 배기류가 멀

리 나갈수록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좌측으로 2m 떨어진

경우에 최대풍속은 더욱 먼 거리에서 나타났는데 60Hz일 경우 최대풍속이 0.98m/s, 50Hz

일 경우 최대풍속이 1.01m/s로 오히려 60Hz일 경우보다 최대풍속은 크게 나타났다.

40Hz일 경우에는 0.77m/s 로 가장 먼 거리에서 측정한 7m에서 최대 풍속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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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20cm의 덕트형 보조시설을 설치한 후

배기팬 중심에서 2m 좌측에서의 유량에 따른 풍속분포

그림 3-17은 위와 동일한 조건에 20cm의 덕트형 보조시설을 설치하여 다시 풍속을 측

정한 결과이다. 보조시설의 유무에 따라 풍속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배기팬 바로 앞을

비롯하여 전 구간에서 풍속은 보조시설이 없을 때 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0.5m 거리에서

처음 측정된 풍속보다 약간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최대풍속을 살펴보

면 60Hz에서 1.34m/s, 50Hz에서 1m/s, 40Hz에서 0.76m/s 로, 60Hz에서만 풍속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래프의 경향을 살펴볼 때 7m 이상에서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

는 상승 곡선을 나타냈다.

3) 환기팬에서의 유속분포 측정

가로와 세로를 직각으로 연결한 ㄱ자 모양의 파이프에 가로, 세로 각각 비슷한 위치에

풍속계를 4개씩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팬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풍속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팬에서 가장 풍속이 강한 곳에서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

의 풍속의 차이는 약 2m/s로 세로방향의 풍속이 약간 크게 나타났다. 세로방향에 비해

가로방향의 풍속이 약하게 측정되는데, 이는 팬의 구조상 셔터가 수평 방향으로 길게 열

려 있어 수직 방향으로는 기류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수평 방향으로는 바람이 자유롭

게 퍼지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셔터에 의하여 위아래로 퍼지지 못하고 모아지기 때문에

풍속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기팬의 회전수가 높아 유량이 높

으면 셔터가 수직으로 펴지고 배기팬의 회전수가 낮아 유량이 적으면 셔터가 비스듬히

열리면서 수직적인 배출구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배기팬의 유량의 변화는 풍속의 수직

분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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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배기팬의 수직방향 풍속 분포

그림 3-19 배기팬의 수평방향 풍속 분포

4) 환기 기류의 가시화 실험

레이져 장치와 연기발생기를 이용하여 배기팬에서 배출되는 기류를 뚜렷하게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자료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가장 큰

원인은 팬의 유속이 너무 빠른데 있다. 배기팬 내부에서는 약 10m/s 이상의 풍속이 형성

되기 때문에 발생시킨 연기가 쉽게 옅어져서 레이져막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연기의 양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실험 공간 내부가 연기로 가득차서 배기류

에 의한 연기와 실험 공간에 정체되어 있는 연기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특히 외부

에서 들어오는 빛과 바람을 막기 위하여 측면에 암막용 가리개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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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공간의 연기를 제거하는데 시간을 요하였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팬의 유속이 빠르고

불균일하기 때문에 배기팬의 후면에서 연기를 주입할 때, 배기팬의 전체 면에 고르게 주

입되지 못하고 일부분에만 연기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실험의 목적이 배기팬에서 배

출되는 공기의 확산 범위 및 기류 특성을 가시화하는 것인데, 배기팬의 일부분에서만 연

기가 배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류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그림 3-2

0).

그림 3-20 레이져 장치와 연기발생기를 이용하여 배기류 분석

그림 3-21와 같은 측면에서 연기의 흐름을 관찰하였을 때, 배기팬의 가운데 특정 부위

에서만 연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전체의 기류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류의 움직임이 배기팬 앞에 장착된 셔터들에 의하여 약간 연직 하강 방향으

로 배출되는 특성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 33 -

그림 3-21 기류 분석을 위한 레이저 장치와 연기발생기를 활용한 배기류의 측면 촬영

또한 그림 3-22는 레이져 빔을 상, 하 십자로 겹쳐 두고 기류를 분석한 결과, 수평방향

과 수직방향으로의 대략적인 배기류의 영향 범위와 확산 폭을 알 수 있었다. 앞선 그림

3-21에서 기류의 수직적인 확산은 비교적 적은데 반하여 그림 3-22에서 기류의 수평적인

확산은 더 넓은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 대신 수직적으로는 기류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수평적으로는 기류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일정한 패턴을 찾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배기팬 인근과 어느 정도 거리에서의 풍속 차가 크기 때문에 연기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힘들었으며, 이 때문에 레이져 빔 두 개를 이용하여 하나의 레이져

막이 형성되도록 겹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실

험을 통하여 기류가 확산되는 것과 하향을 향하여 기류가 형성되는 결과는 볼 수 있었으

나 이 기류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류의 벡터를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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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기류 분석을 위한 레이저 장치와 연기발생기를 활용한 배기류의 십자 촬영

나. 이미지 분석 결과

먼저 현장 실험을 통하여 촬영한 사진은 다음 그림 3-23과 같다. 육안으로는 쉽게 보이

지 않지만, 1200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주색 무명실이

각 격자점에 놓여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림 3-23 격자망을 사용한 배기류의 벡터 분석을 위한

장비 설치

먼저 사진으로부터 자주색을 추출해 내어야 한다. 이 작업은 상용프로그램인 포토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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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3, Adobe systems, USA)을 이용하여 가능하였다. 하지만 RGB로 표현된 사진 파일

에서 정확히 무명실의 색상 만을 추출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주색에 해당하는

RGB의 값을 선택하더라도 어두운 계열의 색들의 일부가 동시에 선택되기 때문에 시행착

오를 거쳐 적절한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결과 시행착오를 거쳐 색을 추출

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24 무명실의 이미지 추출

색상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원본 사진에 비하여 훨씬 무명실의 이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수치화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MATLAB을 활용하였

다. MATLAB에서 이미지를 불러들일 경우, [2848 × 4272 × 3] 형태의 행렬로 인식을 하

게 된다. 2848 × 4272 는 이미지의 각 픽셀들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의 3은

RGB의 세 가지 색상을 의미한다. 즉 이미지를 각 픽셀에서의 RGB 세 가지 색으로 분리

하여 수치화하는 3차원 행렬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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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MATLAB으로 나타낸 RGB 이미지 분석

그림 3-25눈 RGB 세 가지 색상 중의 하나로서 실제로는 세 가지 색상 중 어떤 것을 사

용하여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미지를 확대하여 보면 그림 3-26과 같이 무명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변부와 구분될 정도로 낮은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값을 기

준으로 픽셀의 모든 값들을 양분화 해준다면 이미지의 형상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론 무명실이 아닌 부분에도 이러한 낮은 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은 적절한 필터링과정이 필요하였다. 필터링은 모든 픽셀에 대하여 어

느 하나의 픽셀이 주변 픽셀들과 차이나는 값을 가질 경우 배경으로 처리되도록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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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RGB 이미지에서 무명실의 끝부분 확대

그림 3-27는 200 값을 기준으로 200 이상의 값을 가진 영역을 배경으로 처리하고, 또한

적절한 필터링을 수행한 후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무명실만 남기고 다른 정보는 모두 사

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7 필터링을 통한 무명실의 이미지 추출

이미지를 각 격자점에서의 벡터값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 격자점의 위치 정보

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진의 찍는 방향과 거리가 다를 수 있으

므로 격자점의 위치 정보와 분석하고 있는 이미지의 격자점 위치 사이에는 두 좌표를 일

치시키기 위한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 각 격자점으로부터 무명실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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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 반경 5cm 이내에 있는 픽셀들을 검사하여 픽셀값이 배경이 아닌 부분을 찾아 해당

격자점의 벡터 성분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림 3-28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사진에서 무명실을 추출한 이미지와 MATLAB에서 벡

터 성분을 추출해 낸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MATLAB에서 추출한 벡터 성분이 실제

의 이미지와 상당히 일치하므로 이미지 분석 방법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3-28 포토샵(좌)과 MATLAB(우)을 통하여 추출한 벡터 정보

위의 모든 과정은 MATLAB의 M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자동으로 수행되었으며, 개략

적인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3-29와 같다. 먼저 대상 이미지로 부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색만 추출해 내고, MATLAB에서 이미지를 분석하게 된다. MATLAB

에서는 먼저 격자점들을 이미 알려진 좌표들에 맞게 맵핑을 하고 RGB 색상 정보를 분리

하여 행렬로 수치화하게 된다. RGB 색상 값으로 수치화된 사진은 수치의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하여 배경과 분석 대상인 무명실 부분을 분리되고, 또한 무명실로 오인될 수 있

는 노이즈들을 필터링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무명실 부분만을 분석하여 벡터로

바꾸고, 결과를 저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업은 분석 대상인 모든 사진들에 대하여 연

속적으로 적용되어 평균값을 최종 결과로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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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MATLAB을 사용한 이미지 추출 프로그램 개요

이미지 분석 과정에서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거나 벡터 추출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00여장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된 기류의 벡터 성분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결과는 배기팬에서 배출되는 기류를 모델

링하는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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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성분>

0.0497 0.0484 0.0460 0.0493 0.0499 0.0500 0.0500 0.0500 0.0493 0.0497 0.0493

0.0500 0.0497 0.0490 0.0500 0.0489 0.0500 0.0500 0.0483 0.0493 0.0444 0.0397

0.0489 0.0500 0.0483 0.0458 0.0482 0.0500 0.0498 0.0465 0.0500 0.0259 0.0476

0.0496 0.0498 0.0494 0.0500 0.0475 0.0491 0.0477 0.0453 0.0470 0.0500 0.0482

0.0497 0.0499 0.0487 0.0496 0.0500 0.0487 0.0423 0.0462 0.0468 0.0497 0.0495

0.0497 0.0500 0.0498 0.0500 0.0496 0.0489 0.0499 0.0494 0.0493 0.0496 0.0490

0.0498 0.0499 0.0500 0.0499 0.0500 0.0500 0.0487 0.0496 0.0494 0.0500 0.0493

0.0487 0.0495 0.0492 0.0498 0.0497 0.0495 0.0463 0.0497 0.0500 0.0492 0.0497

0.0500 0.0496 0.0493 0.0499 0.0496 0.0498 0.0479 0.0483 0.0496 0.0500 0.0488

0.0494 0.0497 0.0439 0.0481 0.0498 0.0493 0.0481 0.0492 0.0494 0.0478 0.0500

0.0494 0.0477 0.0409 0.0460 0.0473 0.0375 0.0470 0.0467 0.0497 0.0499 0.0495

<z 성분>

-0.0053 0.0126 0.0197 0.0085 -0.0029 -0.0016 0.0011 0.0018 -0.0081 -0.0055 -0.0084

-0.0002 0.0053 -0.0099 0.0019 -0.0102 -0.0015 0.0000 -0.0131 -0.0086 -0.0231 -0.0304

-0.0104 0.0020 0.0131 -0.0200 -0.0133 -0.0014 -0.0042 -0.0185 -0.0007 -0.0428 -0.0153

0.0062 0.0045 -0.0076 -0.0005 -0.0155 -0.0095 -0.0150 -0.0211 -0.0170 -0.0012 -0.0133

0.0051 0.0032 0.0115 -0.0061 -0.0008 -0.0115 -0.0266 -0.0191 -0.0176 -0.0058 -0.0074

0.0055 0.0016 0.0039 0.0002 -0.0063 -0.0104 0.0035 -0.0077 -0.0083 -0.0064 -0.0098

0.0047 0.0038 -0.0006 -0.0030 -0.0002 0.0000 0.0113 -0.0063 -0.0076 -0.0021 -0.0083

0.0112 0.0073 -0.0088 0.0044 0.0057 0.0073 0.0190 0.0051 -0.0006 -0.0088 -0.0057

0.0011 0.0064 0.0083 0.0028 0.0062 0.0046 0.0144 0.0129 0.0060 0.0016 -0.0107

0.0076 0.0053 0.0240 0.0137 0.0050 0.0080 0.0136 0.0090 0.0080 0.0147 -0.0014

0.0078 0.0150 0.0287 0.0196 0.0162 0.0330 0.0172 0.0180 0.0053 0.0031 0.0071

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배기팬의 도면을 바탕으로 Rhinoceros에서 배기팬의 로터 형상을 모델링하였다. 블레이

드 날개는 2차원 곡면으로 모델링하여 격자 생성 시 쉽게 3차원 격자를 생성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크기는 실제와 같은 크기로 직경 1.2m 로 모델링하였고, 로터 외부에는 실제

의 배기팬 형상과 동일하게 1.375×1.375m 의 사각형 틀을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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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배기팬의 로터 형상 모델링 결과

로터를 제외한 배기팬, 셔터, 벽면 등은 GAMBIT에서 모델링하고, 2차원 메쉬를 설계하

였다. 배기팬의 날개에는 0.01m 크기의 삼각형 메쉬로 설계를 하여, 이후 TGrid에서의 3

차원 메쉬 설계를 용이하게 하였다.

그림 3-31 GAMBIT을 사용한 계산 영역 설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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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블레이드 부분의 격자망 형성 세부 이미지

이후 TGrid에서는 2차원 영역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 그림과 같은 계산 영역을 만들고

내부에 3차원 메쉬를 설계하였다. 영역의 크기는 폭 9.375m, 높이 4.375m, 길이는 13.09m

로 설계하였으며, 내부는 모든 메쉬를 각기둥 형태(prism)와 사면체로 구성하여 메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총 메쉬의 수는 2,401,902개가 사용되었다.

그림 3-33 계산 영역의 격자망 모델링 결과

메인 모듈인 Fluent에서는 모델에 경계조건 및 해석 조건을 설정하였다. 유입부는 배기

팬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므로, 실제로는 축사 실내의 환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난류 조건

은 일반적인 난류 상태로 설정하였고, 유출부는 pressure outlet으로 설정하고 압력에 대

한 조건을 UDF를 이용하여 ∇   , 즉 인근 셀과의 압력 격차가 없도록 자유롭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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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계산영역이 좁더라도 역류로 인한 배기팬에의 부압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배기팬 로터의 회전 속도는 실제 규격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배기

팬 로터의 회전은 SMM 방법과 dynamic mesh 방법을 사용하여 회전시켰으며, 둘 중에

서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난류 모델은 회전하는 유동에 대하여 높은 정확도를 보

이는 SST k-ω 모델과 난류 유동 해석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LES 해석을 사용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해석은 두 모델 모두 비정상상태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모델링 조건 값

유입부

유량

난류 조건 - Turbulent intensity

- Turbulent viscosity ratio

Mass-flow-inlet

14.46181 kg/s

10 %

10 %
유출부

계기 압력

역류 난류 조건 - Turbulent intensity

- Turbulent viscosity

ratio

pressure outlet

UDF (∇  )

10 %

10 %

배기팬 로터의 회전 속도 43.03982 rad/s
기울기 추적 (Gradient option) Green-Gauss Node Based scheme
압력-속도 커플링(Pressure-Velocity

Coupling)
SIMPLE scheme

압력 차분(Discretization of pressure) PRESTO! scheme
운동량, 난류 점성의 차분 (Discretization of

Momentum and Turbulent Viscosity)
2nd order Upwind

난류 모델 (Turbulence model)
SST k-ω model [2eqn]

LES

배기팬 로터의 가상 회전 방법
SMM (Sliding mesh modeling)

Dynamic mesh

표 3-6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 조건

현장실험에서 측정한 배기팬 내에서의 풍속 분포와 풍하측 거리별로 측정한 풍속 분포

를 근간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LES 해석과 Dynamic mesh를 사용하여 해

석한 결과와 SST k-ω model과 SMM 방법으로 구현한 결과를 현장실험의 결과와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기팬에서 배출되는 유속 분포를 비교하면, 두 시뮬레이션 결과 모두 현장 실험

결과보다는 조금 낮은 풍속을 보였지만 대체로 유사한 범위의 풍속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LES와 Dynamic mesh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v1 지점에서 너무 높은 풍

속을 보이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거리별 풍속 분포에서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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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측방향 1m 위치, 측방향 2m 위치 모두에서 두 모델은 현장 실험의 풍속 분포를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림 3-34 시뮬레이션 및 현장실험의

배기팬 내 풍속 분포 비교

그림 3-35 시뮬레이션 및 현장실험의

중심선에서의 거리별 풍속 분포 비교

그림 3-36 시뮬레이션 및 현장실험의

측방향 1m에서의 거리별 풍속 분포 비교

그림 3-37 시뮬레이션 및 현장실험의

측방향 2m에서의 거리별 풍속 분포 비교

이러한 차이는 배기팬 로터의 실제 형상을 모델링하는 과정에서의 오차가 하나의 원인

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원인으로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배기팬과 이에 의한 기류의 변

화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을 사용한 모델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시간 및 비용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배기류는 가시적이고 다루기 쉬울 뿐 아니라 추후에 풍력 발전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데이터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기

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풍력 발전의 성능을 평가할 시, 풍력 터빈 뿐만 아니라 배기팬

까지 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델의 규모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게 되므로,

현재 배기팬 모델에서 배기팬에서 배출되는 풍속의 벡터만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

리하다. 실제 풍력 발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풍력 터빈을 모의할 때에는 유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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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팬을 모델링하는 대신 이미 구해진 배기류의 벡터 성분만을 경계조건으로 설정함으

로써 모델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계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기류의 구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실험과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얻

어진 실제의 기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라. 환기 기류의 모델링

앞선 현장 실험 결과와 이미지 분석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조합하여 환기팬에서 나오

는 환기 기류의 특성을 모의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중 SST

k-ω model과 SMM 방법을 이용하여 배기류를 구현한 결과가 LES와 Dynamic mesh 로

구현한 결과에 비하여 조금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기본으로 보정을 수행하였

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구현된 배기류의 풍속 분포는 현장실험과 유사한 편이므로, 각 셀

에서 배기류의 배출 방향만을 보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이미지 분석 결과에서 분석

된 방향 벡터 성분들과 시뮬레이션의 풍속 크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배출 기류 벡터를 생

성하였다. 이에 따라 새롭게 생성된 각 격자점에서의 풍속 벡터 성분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Fluent에서 유입부 경계조건에 입력 가능한 형태의 프로파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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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성분>

0.7976 0.6255 0.6771 2.2182 1.2878 1.0491 2.6060 2.7007 0.6306 0.6164 0.8292

0.7833 3.6123 10.9748 10.9879 9.9968 9.0808 9.2253 9.2720 10.9596 4.2808 0.6524

0.6831 6.2360 10.3374 8.8795 8.1759 8.0373 8.5615 9.0118 10.8234 3.8163 0.6867

0.6877 8.1244 9.5302 8.0510 6.1389 5.9839 6.6404 7.6745 9.0957 8.8007 0.7551

0.6960 9.5164 8.4767 6.3124 3.4880 -0.6672 2.5425 6.4928 8.2378 9.7156 0.9049

0.8594 9.3055 8.4675 6.0619 -0.6452 -1.6457 -0.6179 6.0965 8.4901 9.2006 0.5603

1.0872 9.5924 8.7140 6.8589 3.2119 -0.6307 3.7300 6.5641 8.7459 9.5370 0.4925

0.8584 8.6692 9.5664 8.3821 6.7845 5.9404 6.0589 8.0982 9.6845 8.0634 0.6515

1.1443 8.4455 10.5957 9.7306 8.6656 8.2235 8.2731 9.4740 10.6763 7.0095 1.0543

0.6894 3.8877 9.4382 8.4952 9.2159 9.1232 9.8220 10.2068 10.5378 3.2216 0.6154

0.5655 0.3015 0.1016 0.2222 1.4102 0.5411 0.1883 0.2938 0.2143 0.3237 0.4993

<y 성분>

0.2557 0.2671 0.1288 -0.0486 0.2232 0.0997 -1.0003 -0.3570 0.1767 0.2379 0.1739

-0.0158 0.5200 0.1398 0.0392 -0.5748 -0.1414 0.0817 0.3068 -0.1388 0.5866 -0.1247

0.0207 0.2722 -0.2672 -0.0367 0.0665 0.0796 0.2045 0.4017 0.9641 0.2712 -0.0479

-0.0610 -0.0935 0.0150 0.2588 0.3534 0.2142 0.0988 0.1420 0.3861 0.5236 -0.1762

0.1486 -0.6069 0.2168 0.7419 0.9605 -0.0598 0.0209 -0.3764 -0.0696 1.0201 -0.6598

0.3932 -0.6094 0.2398 0.5574 -0.0692 0.0963 0.1339 -0.5572 -0.2918 0.3272 -0.5632

0.2385 -1.2095 0.0240 0.3770 0.0714 0.0553 -0.9420 -0.7472 -0.2589 0.3647 -0.2378

-0.0975 -0.6302 -0.5140 -0.1290 -0.0616 -0.1916 -0.3738 -0.2821 -0.0667 -0.2489 -0.1232

-0.1445 -0.6845 -0.8573 -0.3689 -0.1480 -0.0907 -0.0897 0.0654 0.1622 -0.5737 -0.3325

-0.1470 -0.5159 0.0451 0.1444 -0.0548 0.1524 0.5742 -0.2032 -0.1632 -0.4593 -0.2428

-0.4782 -0.5327 -0.4364 -0.3022 0.7053 -0.0618 -0.3834 -0.2885 -0.3872 -0.5444 -0.5325

<z 성분>

-0.0852 0.1628 0.2896 0.3844 -0.0748 -0.0338 0.0586 0.0947 -0.1041 -0.0681 -0.1411

-0.0030 0.3875 -2.2150 0.4172 -2.0872 -0.2737 0.0034 -2.5146 -1.9123 -2.2254 -0.5001

-0.1454 0.2501 2.8077 -3.8850 -2.2572 -0.2275 -0.7253 -3.5893 -0.1432 -6.2954 -0.2202

0.0866 0.7261 -1.4637 -0.0747 -2.0007 -1.1542 -2.0917 -3.5706 -3.2977 -0.2120 -0.2089

0.0719 0.6104 1.9963 -0.7715 -0.0536 -0.1570 -1.6009 -2.6786 -3.0991 -1.1348 -0.1349

0.0955 0.2940 0.6676 0.0275 -0.0817 -0.3513 0.0438 -0.9521 -1.4322 -1.1851 -0.1122

0.1016 0.7402 -0.0982 -0.4119 -0.0139 -0.0006 0.8667 -0.8382 -1.3477 -0.3957 -0.0826

0.1977 1.2819 -1.7112 0.7460 0.7720 0.8742 2.4832 0.8284 -0.1164 -1.4464 -0.0751

0.0248 1.0858 1.7852 0.5360 1.0888 0.7576 2.4920 2.5357 1.2878 0.2201 -0.2320

0.1057 0.4109 5.1630 2.4278 0.9217 1.4858 2.7729 1.8763 1.7122 0.9911 -0.0168

0.0896 0.0947 0.0713 0.0945 0.4829 0.4766 0.0689 0.1132 0.0227 0.0202 0.0712

설계된 배기류의 프로파일을 아래와 같은 간단한 모델에 적용하여 배기류를 다시 모델

링하였다. 모델은 기존의 배기팬 모델링 시 사용된 모델에서 배기팬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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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평면의 유입부로 바꾼 형태이다. 모델의 경계조건은 기존과 같으며, 단 정상상태

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차이만 있다.

그림 3-38 배기류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계

앞선 방법과 같이 현장실험의 풍속 분포와 비교하여 구현된 배기류의 적합성을 판단하

고자 하였다. 먼저 배기팬 앞에서의 풍속 분포는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현장 실험보다는

약간 낮은 값을 보였다. 중심선에서의 거리별 풍속 분포는 여전히 현장실험과는 다소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팬의 중심축의 풍속은 회전하는 기류의 특성 때문에 측정 위치

가 조금만 이동하여도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있으며, 센서의 측정 방향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중심축에서의 풍속 분포 차이는 크게 고려하지 않도록 하였

다. 측방향 1m 에서의 풍속은 대체로 유사한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시

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상당히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측방향 2m 에서의 풍속은 현장

실험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기존의 배기류 모델링에 비하여 더 향상된 결과

를 도출하였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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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시뮬레이션 및 현장실험의

배기팬 풍속 분포 비교

그림 3-40 시뮬레이션 및 현장실험의

거리에 따른 풍속 분포 비교

그림 3-41 시뮬레이션 및 현장실험의

측방향 1m 에서의 거리에 따른 풍속 분포

비교

그림 3-42 시뮬레이션 및 현장실험의

측방향 2m 에서의 거리에 따른 풍속 분포

비교

향후 더 향상시킬 여지가 있지만 현재의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배기류를 모의하고 사용

하고자 하였다. 아래 그림은 현재 구현된 배기류의 형태를 보여준다. 현장실험에서도 발

견되었지만, 배기팬의 회전에 의하여 배기류는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러한 특징들이 잘 모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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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배기류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3차원 유동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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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블레이드의 공력 설계 및 해석

1. 블레이드 설계의 기본 이론

본 장에서는 풍력 발전용 로터 블레이드의 설계 단계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공식 및 개

념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가. 양력과 항력

물체가 유체 내에서 운동하거나 흐르는 유체 내에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유체에 의해

서 운동에 방해가 되는 힘을 받는데 이를 항력이라고 한다. 유체에 대한 물체의 상대속도

의 반대방향으로 항력이 작용한다. 예를 들면, 시냇물 속에 나무판을 흐름에 수직한 방향

으로 세워서 잡고 있으면 물의 흐름에 의해서 나무판이 뒤로 밀리려고 하는 힘을 느끼게

된다. 또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비가 오는 날 비를 막기 위해서 우산을 앞으로 기울이는

경우에도 걸어가는 동안에 바람에 의해서 밀리는 힘을 느끼게 된다. 두 경우에 손에 느껴

지는 힘이 항력이다. 반대로 흐름 중에 놓여진 물체에 흐름 방향이 아닌 흐름의 수직 방

향으로 힘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양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실제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 두 힘의 합력에 의하여 흐름의 방향과 평행하지는 않게 된다. 익형과 같은 물체

에서는 양력의 영향이 특히 크게 작용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익형에서 양력과 항력을 기술할 때에는 보통 식 (3-18), (3-19)와 같은 무차원 양력계수

와 항력계수를 사용한다.

 





(3-18)

 






(3-19)

 : 양력 계수

 : 항력 계수

 : 물체에 작용하는 양력

 : 물체에 작용하는 항력

양력과 항력계수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익형의 단면형상과 받음각이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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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받음각에 대한 양력 계수의 변화와 함께 항력계수와 양력계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받음각에 대하여 양력 계수가 직선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은 공기의 흐름이 익형을

따라 붙어서 흐르는 동안 계속되며, 받음각이 커져서 흐름이 유선형의 단면을 따라 계속

하여 붙어서 흐르지 못하고 분리되는 순간부터 양력계수는 크게 감소한다. 이 순간부터는

양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력과 연관된 유효단면이 감소하여 급격히 양력을 잃게

되며, 익형의 뒷전 부근에서는 난류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실속(stall)이라

고 하며, 실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각도를 실속각이라고 한다. 양력계수와 항력계수의

비인 양항비( )는 익형의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인자로서, 실제 블레이드의 성능을

예측하고 설계하는데 활용된다.

그림 3-44 항력계수와 양력계수의 관계 그래프

나. 풍력 터빈의 성능 평가

일반적인 평가의 기준들은 대부분 무차원 계수로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차

이를 무시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지표로는 출력계수, 토크계수, 추력계수, 주속비, 솔

리디티, 블레이드의 수와 크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평가의 기준일 뿐아니라 설

계 단계에서도 중요한 인자로 활용된다.

1) 출력계수

자연풍 중에서 풍력터빈을 이용하여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출력계수(power

coefficient)라고 하며,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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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풍력터빈의 출력 계수

 :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 : 바람의 평균 풍속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적인 풍력터빈의 이론적인 최대 출력계수는 베츠의 효율인

0.593이며, 실제로는 고성능 프로펠러형 풍차에서는 약 0.45, 항력형 사보니우스 풍차에서

는 0.15～0.20 정도이다. 이러한 출력계수는 풍차의 성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서

풍속, 주속비 등과 함께 그래프로 표현하여 풍차의 성능을 나타내는 성능곡선 등으로 사

용될 수 있다.

2) 토크계수

풍력터빈에서 토크는 양력형 풍력터빈의 경우 블레이드의 회전면에서 발생하는 양력 성

분이 회전축과 이루는 모멘트이고, 항력형 풍력터빈의 경우에는 항력 성분과 항력의 합성

모멘트를 의미한다. 따라서 토크계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3-21)와 같다.

 



∞

 


(3-21)

 : 풍력터빈의 토크 계수

 : 바람에 의하여 실제로 얻어지는 유효 토크

 : 로터 중심으로부터 블레이드 선단 까지의 길이(로터 반경)

3) 추력계수

로터에 작용하는 바람이 풍력터빈을 후방으로 미는 힘을 추력이라 하며, 이는 풍력터빈

에 걸리는 압력과 면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무차원 추력계수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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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될 수 있다.

 




∞




(3-22)

 : 풍력터빈의 추력 계수

 : 바람에 의하여 실제로 작용하는 추력

4) 주속비

주속비(tip speed ratio)는 로터 블레이드의 선단속도와 풍속의 비로 정의되며, 풍력터빈

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주요 개념 중의 하나이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3-23)

 : 로터 블레이드의 주속비

 : 단위 시간당 로터 블레이드의 회전수

프로펠러형 풍차 등의 양력형 풍차에서는 주속비가 주로 5～10 정도가 대부분이며, 따라

서 주속비가 같더라도 로터 반경이 큰 대형 풍력터빈에서는 회전수가 적어지고, 로터 반

경이 작은 소형 풍력 발전기에서는 회전수가 높아지게 된다.

5) 솔리디티

솔리디티는 풍력터빈의 로터 회전면적에 대한 로터 블레이드의 전 투영면적의 비로 정

의되는 중요한 특성계수이다. 여기서 투영면적은 터빈의 회전축에 수직인 면에의 투영을

의미하며, 주속비와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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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터빈의 솔리디티

수평축 풍력터빈에서는 날개매수가 많은 미국 다익형이 프로펠러형보다 솔리디티가 크

고, 수직축 풍력터빈에서는 사보니우스형이 자이로밀형 보다도 솔리디티가 큰 편이다. 또

한 솔리디티는 주속비의 역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로터 회전수가 높은 풍차일수록 솔리

디티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회전을 필요로 하는 발전용 등에는 솔리디티가

작은 2매 또는 3매 블레이드의 고회전용 풍력 터진을 이용하지만, 기동토크가 작기 때문

에 시동 풍속이 높게 된다. 한편 양수 펌프 등과 같이 저회전이더라도 큰 기동 토크를 필

요로 하는 경우에는 솔리디티가 크고 블레이드 매수가 많은 풍력 터빈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6) 블레이드 수와 크기

현재 블레이드 설계시의 중요 요소는 시스템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 등이다. 안정성

면에서는 회전하는 특성 상 최소한 3매의 블레이드가 적절하며, 3매 만으로도 충분한 안

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4매 이상의 블레이드는 설계할 필요가 없다. 2매형 블레이드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지만 않지만 후방향형(downwind) 형태로 제작이 용이하고 블레이

드 수의 절감에 따른 경제성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출력을 위해서는

3매 블레이드보다 주속비가 높아야 하므로 소음 문제 등이 더 발생하는 점에서 불리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사항은 발전 설비가 위치한 곳의 풍 환경과 발전에 따른 출력의 활

용 용도이다. 그림 3-45와 같이 로터 블레이드의 형상에 따라 출력계수와 토크계수의 분

포가 다르며, 주된 출력이 발생하는 주속비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한편 그림 3-45에 따르면 일번적인 로터의 형상은 수직형과 수

평형으로 분류되는데, 사보니우스형, 다리우스형과 같은 수직형 로터는 대부분 2매 내지

3매의 수평형 로터들에 비하여 로터의 출력 계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특히 최대 효

율이 나타나는 주속비 또한 수직형 풍차의 경우에는 2 또는 5 TSR 정도로 매우 낮게 나

타났으며 2매 또는 3매의 수평형 로터의 경우에는 최대 효율이 7 TSR 이상의 고속 회전

에서 나타난다. 일번적으로 수직형 로터의 경우 블레이드의 수와 관계없이 저속의 고토크

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평형 로터의 경우 고속의 저토크에 적합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특히 블레이드의 매수가 적을수록 고속에 더욱 적합해지게 된다. 고속의 회전

일수록 변속기 없이 직접 전기로 변환하기 용이해지며 효율 또한 높아지므로, 본 연구에

서는 수평형 로터가 더욱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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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로터 블레이드 형상에 따른 출력 계수 (출처: Hau, 2006)

그림 3-46 로터 블레이드 형상에 따른 토크계수 (출처: Hau,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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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익형

익형(airfoil)이란 날개의 단면 형상을 뜻하며 항공기의 날개(wing), 보조익(aileron), 승강

타(elevator), 방향타(rudder)와 같은 어떤 단면(section)을 학술적으로 정의하는데 사용된

다. 에어포일은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비행시키거나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공기 역학적인 효과, 즉 양력은 크고 항력은 작은 특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양력을 크

게 하기 위해서 에어포일은 상면을 둥글게 해주고 뒤를 뾰족하게 하여 유선형으로 한다.

에어포일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그림과 같다.

그림 3-47 에어포일에 대한 용어 정의

ⅰ. 앞전(Leading Edge) : 에어포일의 앞부분 끝(둥근 원호나 뾰족한 쐐기모양)

ⅱ. 뒷전(Training Edge) : 에어포일의 뒷부분 끝(모양은 뾰족한 모양)

ⅲ. 시위(chord) : 앞전과 뒷전을 연결한 선

C로 표시하며 특성길이의 기준이 된다.

ⅳ. 두께(Thickness) : 윗면과 아랫면 사이의 수직 거리

가장 두꺼운 곳의 길이를 최대두께(Maximum thickness)

두께와 시위 길이와의 비를 두께비라 한다.

ⅴ. 평균 캠버선(Mean Camber Line) : 위 캠버와 아래 캠버의 평균선으로 두께의

중심선이다.

평균 캠버선의 앞끝을 앞전(leading edge), 뒤

끝을 뒷전(trailing edge)이라 부른다.

ⅵ. 캠버 또는 최대 캠버 (Camber or Maximum Camber) : 시위선에서 평균

캠버선까지의 최대 거리

ⅶ. 아래 캠버 (Lower Camber) : 시위선으로부터 아랫면(lower surface)까지의 거리

ⅷ. 위 캠버 (Upper Camber) : 시위선으로부터 윗면(upper surface)까지의 거리

ⅸ. 앞전 반지름(Leading Edge Radius) : 앞전에서 평균캠버선에 접하도록 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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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위에 중심을 가지고 아래 윗면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

현재 공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익형들은 전문 기관에서 이미 많은 실험을 거쳐 특

성을 분석해 놓은 형태들이며, 대표적으로는 NACA 시리즈가 있다. NACA는 미 항공자

문 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 계열 에어포일을 의미하고, 초

기에는 4자리의 숫자로 에어포일의 형상을 구분하였다. 이때 첫 번째 숫자는 최대 평균캠

버의 크기를 시위의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고, 두 번째 숫자는 최대 평균 캠버의 위치를

앞전으로부터 시위의 십단위로 표시한 값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숫자는 최대 두께(max

thickness)의 크기를 시위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NACA 2315 는 NACA

계열의 에어포일로써 최대 평균캠버의 크기가 시위의 2%이고, 그 위치는 앞전으로부터

시위의 30% 지점에 위치하며, 최대 두께의 크기가 시위의 15%임을 의미한다. 에어포일

의 윗 캠버와 아랫 캠버가 동일할 때 에어포일을 대칭익(symmetrical airfoil)이라 한다.

대칭익의 경우 윗 캠버와 아랫 캠버가 동일하므로 평균 캠버선이 시위선과 동일하게 된

다. 즉, 캠버 및 최대 평균캠버가 없어지고 최대 두께의 개념만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대칭익의 호칭은 NACA 00XX로 표시되며, 이를 NACA 00계열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칭

익의 예를 들면, NACA 0009, NACA 0012 등은 대칭익으로서 최대 두께의 크기가 각각

시위의 9%, 12%인 에어포일을 나타낸다.

이후 개발된 다섯 자리 계열의 에어포일들은 기존보다 양력 특성을 향상시킨 익형들이

다. 다섯 자리 계열 에어포일의 예로 NACA 23012를 들어보면, 첫 번째 숫자는 평균캠버

선의 최대 캠버를 나타내며 이 NACA 23012는 시위선의 2%이다. 둘째와 셋째 자리는 최

대 캠버의 위치를 시위선 비율의 두 배로 나타낸다. 즉 이 익형은 앞전에서부터 시위선의

15% 위치에 최대 캠버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두개의 숫자는 최대 두께비를 나타내

는데 이 예에서는 12% 두께비를 갖게 된다.

여섯 자리 계열의 NACA 익형은 항력을 극소화한 특징이 있다. 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

어 설명하면, NACA 65(3)-218, a=0.5와 같은 형태로 표현한다. 첫째 자리의 6은 6계열

익형을 의미하고, 둘째자리의 5는 이 에어포일을 설계할 때 기본으로 삼은 대칭형 에어포

일에서 압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를 앞전에서 시위선 비율의 십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즉

이 에어포일의 기본형은 최소압력이 시위선의 50%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괄호 안의

3은 아래 첨자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랫면이나 윗면에서 바람직한 압력분포가 이

루어지는 설계 양력계수로부터 더 크거나 작은 양력계수의 범위를 열 배하여 표시한 것

이다. 이 예에서는 바람직한 압력분포가 설계 양력계수보다 0.3 작거나 큰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의 세 자리 중 첫째 숫자는 설계한 양력계수를 열 배 하여 표시한

다. 이 예에서는 설계 양력 계수가 0.2로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두 자리는 다른

계열과 마찬가지로 최대 두께비를 나타낸다. 추가적인 ‘a=0.5’는 평균 캠버선의 휘어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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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나타낸다. 이 기호를 표시하지 않은 에어포일들은 a=1이라는 뜻으로 원호를 나타낸

다. 6 계열 airfoil 표시방법은 airfoil의 공력특성을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

른 계열의 표시방법과 차이가 보이는 특징이 있다.

N A C A

계열
장점 단점 적용 분야

4-digit
실속 특성이 우수

거칠기의 영향이 적음

최대 양령 계수가 낮음

항력이 비교적 높음

항공 전반

초음속 제트기

헬리콥터 날개 등

5-digit
최대 양력 계수가 높음

거칠기의 영향이 적음

실속 현상이 적음

항력이 비교적 높음

항공 전반

피스톤엔진 운송기

상용 제트기 등

6-digit

최대 양력 계수가 높음

적정 영역내에서 항력

이 매우 작음

고속에 적합

적정 영역 외에서는 항력

이 큼

실속 현상이 적음

거칠기에 민감함

전투기

상용 제트기

초음속 제트기 등

7-digit

적정 영역내에서 항력

이 매우 작음

피칭이 적음

최대 양력 계수가 약간

감소

적정 영역 외에서의 항력

이 큼

실석 현상이 적음

거칠기에 민감함

사용이 적음

표 3-7 NACA 계역의 익형에 따른 특성 및 적용 분야

라. 운동량 이론과 익요소 이론

로터 블레이드의 역학 관계를 해석하고, 블레이드의 단면을 설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이론은 운동량 이론과 익요소 이론 (BEMT, blade element - momentum theory)이

다. 이 두가지 이론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블레이드의 운동량 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풍력 터빈을

지나는 바람을 원기둥 형태의 관(환상 유관)으로 가정하여 연속체로 해석하면 블레이드

의 파라미터에 따른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환상의 반경을 , 두께를 로 하면 관의

단면적은 이 된다. 이 때, 관찰자가 블레이드를 따라 함께 움직였다고 가정하면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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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드면의 압력차에 대한 식을 유도하기 위해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인 각속도는 에서 로 증가하지만, 속도의 축방향 성분은 변화하지 않게 하

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3-25)

또는

     

 (3-26)

따라서 로터의 환상요소에 대한 추력은 다음과 같다.

   

 (3-27)

여기서 접선방향의 유도계수 ′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면,

′ 




(3-28)

추력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3-29)

여기서, 축방향 간섭계수 를 도입하고 환상의 단면만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추력에

대한 식을 정리할 수 있다.

   

  (3-30)

 : 축방향 간섭계수,     

한편, 로터에 작용하는 토크에 관한 식을 유도해야 하는데, 로터에 작용한 토크가 후류

의 각운동량과 같아야 한다는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으로부터,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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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은 질량유량이므로, 질량유량과 각속도의 곱인

각운동량의 개념이 정립된다.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축방향 간섭계수를 적용하고, 접선방

향 유도계수를 도입하면, 로터의 환상요소에 대한 토크의 식은 다음과 같다.

  ′ 

 (3-32)

운동량 이론과 달리, 익요소 이론은 블레이드를 작은 미소 요소로 나누어 각 요소에 작

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블레이드 길이 방향에 걸쳐 미분하면, 블레이드

전체에 해당하는 토크 및 추력에 대한 식을 찾을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가정

하에 이론을 간략화 할 수 있다.

1) 각 블레이드를 따라 이웃한 블레이드 요소 사이에 간섭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익요소에 작용하는 힘은 익요소의 단면 형상의 양력계수 및 항력계수에만 의존한

다.

그림과 같이 풍력 로터의 익요소에 작용하는 풍속과 힘의 분포를 그리고, 로터 블레이드

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3)

  


  (3-34)

그림 3-48 수평축 풍력 로터의 익 요소에 작용하는 풍속과 힘의 분포

이에 따라 익요소에 작용하는 추력과 토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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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sin (3-35)

   sin  cos (3-36)

여기서 로터가 개의 블레이드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추력과 토크의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cossin (3-37)

  

 sin cos (3-38)

이제 운동량 이론과 익요소 이론을 결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상대속도

를

sin
 

cos
 ′

(3-39)

로 표현하고, 국소 솔리디티  


를 대입하면 익요소 이론에 대한 추력과 토크의 식

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sin

cos 


   (3-40)

   cos
sin 


tan
   (3-41)

이제 운동량 이론에 의한 식과 익요소 이론에 대한 식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유

도할 수 있다.




 sin

cos 


 (3-42)

′
′

cos
 


tan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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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동량 이론으로부터, 풍력 로터가 최대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축방향 유도계수 

와 접선방향 유도계수 ′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  
 

(3-44)

이를 


cos


식에 대입하고 파라미터 를 제거하고 솔리디티를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시위 길이에 대한 식을 유도할 수 있다.

 


 cos (3-45)

또한 지금까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속비에 대한 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tan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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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레이드 1차 설계

가. 설계 방법

본 연구에서는 축산 시설의 배기팬에 의한 배기류의 특성에 적합한 풍력 발전용 로터

블레이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앞선 연구를 통하여 배기류의 특성을 분석하고 모의하였다.

이 특성에 맞추어 최적의 출력이 나오도록 블레이드를 제작하고자 블레이드에 관련된 기

본 이론 외에도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한 설계를 시도하였다.

먼저 초기 모델로 익형의 기본 단면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NACA의 익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익형의 공력 해석에 주로 사용되며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XFOIL (Ver. 6.9,

Mark Drela)을 사용하여 공력 특성을 분석하였다. 운동량-익요소 이론에 근거하여 로터

블레이드의 형상을 간단히 설계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풍력터빈의 작동 성능 평가 및 기류 해석을 통한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형상 모델링과 기류 해석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두 부분 모두 정교하게 수행되

어야 한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툴들은 앞선 배기류를 시뮬레이션하는 툴들과 동일하

다.

나. 1차 간이 설계 결과

풍력 로터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익형으로는 NACA 6계열의 NACA 63(2)-615 익

형을 선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NACA 6계열은 양력이 큰 특징이 있으며, NACA

63(2)-615 익형은 고속에서도 소음 특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어 축산 농장을 대상으로하

는 본 연구에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NACA 63(2)-615 익형의 공력 특성은 익형의 공력 해석에 주로 사용되며 높은 정확도

를 보이는 XFOIL (Ver. 6.9, Mark Drela)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설계를 위한 조건으로

는 시위 길이는 0.1m 로 설정하였고, 풍속은 실제 현장을 고려하여 6m/s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계 레이놀즈 수는

 


  (3-47)

 : 익형의 시위 길이



- 64 -

Area = 9.3771301E-02

Slen = 2.053284

X-bending parameters:

centroid Xc = 0.4062910

max X-Xc = 0.5937090

min X-Xc = -0.4062910

solid Iyy = 4.3859389E-03

skin Iyy/t = 0.1915746

solid Iyy/(X-Xc)= 7.3873545E-03

skin Iyy/t(X-Xc)= 0.3226743

Y-bending parameters:

centroid Yc = 2.7411781E-02

max Y-Yc = 7.8568220E-02

min Y-Yc = -7.2401777E-02

solid Ixx = 1.2145337E-04

skin Ixx/t = 5.7665673E-03

solid Ixx/(Y-Yc)= 1.5458333E-03

skin Ixx/t(Y-Yc)= 7.3395669E-02

solid J = 4.7124084E-04

 : 공기의 점성 계수 (약 1.8×10-5 kg/m/s)

먼저 XFOIL에 의해 계산된 NACA 63(2)-615 익형의 형태와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림 3-49 NACA 63(2)-615 익형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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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J/t = 1.7129743E-02

XFOIL에 의하여 계산된 받음각에 대한 양력 계수와 항력 계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 3-50 받음각에 대한 양력 계수 및 항력 계수의 변화

양력 계수는 받음각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여 약 6° 정도에서 최대 약 1.2 정도의 값

을 나타내었으며, 그 이후로는 증가 경향은 사라지고 다소 변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

나 이 영역은 난류의 영향이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결과의 신빙성은 다소 약한 편이다. 실

제로는 실속 이후의 영역이므로 감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설계 시에는 크게 반영되

지 않으므로 10° 이후의 영역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항력 계수는 약 받음각 약 10°

까지는 큰 변화 없이 약 0.01 정도를 유지하다가 10°부터 약 20° 까지는 선형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후 약 20° 부터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영역

에서는 실속이 완전히 발생하여 난류의 영향이 커지고 항력이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받음각의 변화에 따라 익형이 받는 모멘트와 윗면 및 아랫면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받음각에 따른 익형에 작용하는 모멘트 계수는 약

5°에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에서 20°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 범위의 받음

각으로 설계할 시에는 익형의 구조적인 안정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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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받음각에 따른 익형(좌) 위면 및 아랫면(우) 이 받는 모멘트

양력 계수와 항력 계수의 비인 양항비( )를 도출하기 위하여 양력 계수와 항력 계

수의 상대적인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양력 계수가 0 보다 작은

영역은 받음각이 음수인 경우로 실제 설계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영역이다.

그림 3-52 양력 계수와 항력계수의 상대적 변화

로터 블레이드의 세부 설계는 앞서 설명된 운동량 이론과 익요소 이론에 근거하여 최대

출력을 얻기 위한 시위 길이와 받음각을 계산하였다. 블레이드의 매 수는 일반적인 수평

축 소형 풍력 발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효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3매 블레이

드로 설계하였다. 먼저 양항비가 최대가 되도록 양력 계수 - 항력 계수 그래프로부터 영

각을 정한다. 양력 계수 - 항력 계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최대가 된 지점을 찾고, 그 때의

양력 계수를 이용하여 양력 계수 - 받음각 그래프에서 받음각을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에서 m ax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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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때의 양력 계수 및 항력 계수는 다음과 같다.

      (3-49)

다음으로는 로터 중심에서 블레이드 선단까지의 로터 상의 각 점에서 국소 주속비, 국소

취부각, 국소유입각, 시위길이를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


(3-50)

    (3-51)

  

 



(3-52)

 


 cos (3-53)

 : 로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인 로터 상의 한 지점

 : 로터 중심으로부터 블레이드 선단 까지의 길이

 :  지점에서의 국소 주속비

 : 주속비

 : 국소취부각

 : 국소유입각

 :  지점에서의 시위 길이

 : 블레이드의 매 수

각 위치에서 계산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치 25% 50% 65% 75% 85% 100%

r (m) 0.25 0.5 0.65 0.75 0.85 1

λr 1.5 3 3.9 4.5 5.1 6

фr (°) 22.5 12.3 9.6 8.4 7.4 6.3 

βr (°) 16.3 6.1 3.4 2.2 1.2 0.1 

Cr (m) 0.140 0.084 0.067 0.059 0.052 0.045 

표 3-8 위치에 따른 각 변수의 계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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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산 절차에 따른 초기 설계 모형에서는 표에서와 같이 시위 길이가 로터 중심으

로 형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취부각 역시 급격히 증가하므로, 추후에 제작 상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로터 성능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블레이드 반경의 75% 근방을

중심으로 선형화하기로 하였다.

그림 3-53 시위 길이의 선형화

그림 3-54 취부각의 선형화

제작 공정을 고려하여 선형화하여 설계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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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25% 50% 65% 75% 85% 100%

r (m) 0.25 0.5 0.65 0.75 0.85 1

λr 1.5 3 3.9 4.5 5.1 6

βr (°) 7.7 5.0 3.3 2.2 1.1 0.1 

Cr (m) 0.096 0.078 0.067 0.059 0.052 0.041 

표 3-9 선형화를 통하여 설계된 결과 분석

또한 계산된 설계에 따라 익형의 크기 및 형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5 익형의 크기 및 형상의 설계 결과

다. 블레이드의 전산유체역학 모델링 및 해석

1) 로터 형상 모델링

익형의 미세한 차이에도 공력 특성이 달라지므로 로터의 형상을 모델링 할 때 특히 정

교한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NURBS 기반의 3차원 상용 모델링 프로그램인

Rhinoceros를 사용하여 로터 블레이드의 형상을 모델링 하였다. NACA 63(2)-615 익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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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앞서 운동량-익요소 이론에 따라 최대 출력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블레이드 반

경별 시위 길이 및 받음각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Rhinoceros에서 설계를 수행하였다.

Rhinoceros에서 NACA 63(2)-615 익형의 2차원 좌표를 읽어온 후, 설계 결과에 따라 적

절한 위치에 크기 축소와 회전을 주고 2 레일 스윕 기능으로 곡면들을 형성하였다.

그림 3-56 NACA 63(2)-615 익형의 설계 과정

로터 중심과 연결되는 부분은 메쉬 설계의 편의를 위하여 둥글게 처리하였고, 얇은 봉

형태로 만들어 추후에 블레이드끼리의 결합 시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57 블레이트 설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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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완성된 1매 블레이드의 형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58 완성된 블레이드 설계 결과

완성된 블레이드는 전용 격자 생성 프로그램인 GAMBIT과 TGrid로 옮겨져서 전체 풍

력 터빈을 완성하는데 사용된다. 먼저 GAMBIT에서는 3매의 블레이드를 결합하여 전체

적인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이후 2차원 면 메쉬들을 형성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먼저 3매의 블레이드의 결합은 그림과 같이 120° 간격으로 하고 가운데는 작은 구를 생

성하여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하였다. 블레이드의 외부에는 적절한 원기둥을 형성하여 블

레이드 주위의 계산 영역을 설계하였다. 로터 반경이 1m로 설계하였으므로, 원기둥은 반

경 2m, 폭 0.4m 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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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GAMBIT을 사용한 전체 풍력 터빈 계산 결과

그림 3-60 TGRID를 사용한 3차원 격자망 설계 결과

2차원 메쉬의 크기는 블레이드 면에서는 시위길이가 가장 긴 로터 중심 인근에서는

0.003m 크기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로터 블레이드의 선단 방향으로 사각형의 정렬 격자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로터 블레이드의 선단에서는 0.00125m 크기의 격자로 설계되었다.

로터 중심 부근의 형상이 불규칙적인 부분에서는 최소 0.000285m 크기로 축소되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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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격자를 형성하였다. 로터 블레이드 외곽의 원통형 영역의 표면에는 0.1m 크기의 삼각

형 pave 격자를 형성하여, 이후의 TGrid에서의 격자 생성을 용이하게 설계하였다.

그림 3-61 Pave 격자를 사용한 전체 계산 영역에 대한 격자망 설계

결과

GAMBIT에서 설계된 2차원 메쉬들은 TGrid에서 3차원 메쉬를 형성하는데 경계면으로

활용된다. 먼저 기존에 설계된 폭 0.4m 의 원통형 영역 내부가 실제 풍력터빈의 성능 평

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원통형 내부에 조밀한 메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 터 블레이드 면 주위에는 각기둥(prism) 메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데, 이

때 각기둥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설계하는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기 설계

로 블레이드 면에는 0.001m 높이로 사각기둥 메쉬를 형성하였고, 그림과 같이 약 2개의

층 이후에는 사면체 형태로 메쉬를 형성하는 하이브리드 격자망을 구성하였다. 원통형 영

역의 양쪽 두 면은 각각 풍상측 및 풍하측으로 확장하여 수치해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

였다. 단, 가운데의 원통형 영역은 로터 블레이드의 회전에 따라 함께 회전할 수 있도록,

세 원통의 경계면은 두 개의 면이 겹쳐 있는 인터페이스 존으로 형성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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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하이브리드 격자망 설계 과정

그림 3-63 블레이드 회전 모의를 위한 원통형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

그림과 같이 설계된 계산 영역의 총 메쉬 수는 1,391,072개로 나타났으며, 메쉬의 품질은

Equiangle skewness 방법에 따라 평균 0.31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블레이드의

성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블레이드 표면 근처에서의 난류 및 점성저층

(viscous sub-layer)에서의 기류를 정확히 모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y+ 값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3-54)

 : 마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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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점에서부터 벽면 까지의 거리

 : P 점에서 유체의 점성 계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wall function들의 벽면 근처 모델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Enhanced wall treatment가 필요한데, 이는 벽면 근처의 메쉬를 매우 작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장되는 y+의 값은 y+=1 수준의 격자 간격이다. 하지만, 초기 설계에서 시뮬

레이션 시, y+ 값은 10～30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여 초기 수준의 약

1/20 에 해당하는 0.00005m 크기의 격자 간격으로 메쉬를 재설계하였다.

그림 3-64 블레이드 근처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격자망 형성 과정

그 결과 y+값은 약 1.0～1.2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종적으로 설계된 영역은 총 2,359,134개의 하이브리드 형태 메쉬를

가지고 있으며, 직경 4m 길이 65.4m 영역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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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최종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 영역

2) 기류 해석 모델링

설계된 메쉬 영역은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의 메인 모델은 Fluent에서 기류 해석을

하게 된다. 풍력 터빈을 해석하는데 있어 주요 사항은 회전하는 로터 블레이드의 구현이

다. 백만개 이상의 고밀도 메쉬로 구성된 로터 블레이드 주위의 메쉬를 실제로 움직이며

회전시키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

이다. 이에 따라 가상으로 블레이드를 회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한 기법들을 사용하려

면 적절한 검증과정 또한 필요로 할 것이다. 메인 모듈인 Fluent에서 이러한 가상의 회전

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시도하였다. 첫 번째는

Multiple moving reference frames (MRF)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는 Dynamic mesh 기

법, 마지막으로 Sliding mesh model (SMM) 방법이 있다.

MRF 방법은 위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 정상상태의 시뮬레이

션이 가능한 가장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상의 움직임을 근간으로 하므로 검증 과정을

필요할 것이다. Dynamic mesh 기법은 실제로 구조 형상을 회전 또는 이동시키면서 영역

내부의 메쉬는 매 순간마다 재 구성 또는 재 설계해나가는 방법이다. 가장 많은 연산 시

간을 필요로 하지만 연산의 시간 간격만 충분히 짧게 유지된다면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SMM 방법은 두 방법의 중간 정도 연산 시간과 중간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메쉬로 설계된 영역 일부를 직접 이동 또는 회전시키면서 상

대적인 유동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또한 실제로 영역이 이동하기 때문에 비정상 상태

의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한다.

위와 같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 요소를 변경하면서 풍력 터빈의 기류

해석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설계 요소로는 메쉬 설계 과정에서

의 y+ 값, 난류 모델, 그리고 회전의 구현하는 가상의 방법으로 정하여, 설계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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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켜가며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설계 요소 외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항으로서, 유입부와 유출부 경계조건, 풍력

터빈의 회전 속도, 기울기 추적 방법, 압력-속도 커플링 방법, 압력 및 운동량, 난류 점성

의 차분 방법이 있다. 유입부의 유속 및 난류 조건은 실제 배기팬에서 나오는 배기류를

참고하여 6m/s로 설정하였으며, 난류 조건은 원형 배기팬임을 고려하여 수력학적 직경

1.27m과 난류 강도 10%로 가정하였다. 유출부의 난류 조건은 유입부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풍력 터빈의 회전 속도는 임의로 5～85 rad/s의 범위에서 5 rad/s 씩 증가시

키면서 적용하면서 터빈 로터에 걸리는 바람에 의한 토크를 측정하였다. 만약 토크가 양

의 값이 나온다면, 풍력 터빈은 더 높은 회전수로 회전할 여지가 있으며, 토크가 음의 값

이 나온다면 풍력 터빈은 더 낮은 회전수로 돌아야 하는 것이다. 즉 회전수에 따른 토크

의 변화를 분석하면, 풍력 터빈이 어느 정도 회전수로 회전할 수 있는지 성능을 찾을 수

있다.

모델링 조건 값

유입부

유속

난류 조건 - Turbulent intensity

- Hydraulic diameter

velocity inlet

6m/s

10 %

1.27m
유출부

계기 압력

역류 난류 조건 - Turbulent intensity

- Hydraulic diameter

pressure outlet

0 pa

10 %

1.27m
풍력 터빈의 회전 속도 5～85 rad/s 내에서 5 rad/s 간격으로 변화
기울기 추적 (Gradient option) Green-Gauss Node Based scheme
압력-속도 커플링

(Pressure-Velocity Coupling)
SIMPLE scheme

압력 차분(Discretization of pressure) Standard scheme
운동량, 난류 점성의 차분 (Discretization

of Momentum and Turbulent Viscosity)
1st order Upwind

난류 모델 (Turbulence model)
Spalart-Allmaras model [1eqn]

Standard k-ε model [2eqn]

풍력 터빈의 가상 회전 방법

MRF

SMM

Dynamic mesh

표 3-10 시뮬레이션 모델의 경제 조건

Fluent에 의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터빈 로터가 받는 바람에 의한 힘은 Fluent에서 지

원하는 'Compute_Force_And_Moment' 매크로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이 매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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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F (user defined functions)를 이용하여 Fluent의 메인 계산 모듈에 접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장 및 압력 등의 주요 인자들의 계산 과정에서 동시에 적용된다.

변화를 분석할 설계 요소 중 y+ 값에 따른 메쉬 구성은 이미 앞서 기술한 바 있으며,

y+ 값의 향상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설계 요소 중 난류 모델은 풍력 터

빈의 기류 해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Spalart-Allmaras model의 1 방정식 모델과 공학 전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Standard k-ε model의 2 방정식 모델을 적용하며 적합한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풍력 터빈의 가상 회전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된 MRF 방법과 SMM 방

법, Dynamic mesh 방법을 사용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MRF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정상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구동하였으며, SMM 방법과 Dynamic mesh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방법의 특성 상 비정상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구동하였으며, 이때의 시간

간격은 터빈의 회전수를 고려하여 블레이드의 이동이 최소화되도록 0.005 초 간격으로

설정하여 기류가 적절히 수렴되어 터빈 로터에 걸리는 바람에 의한 힘이 어느 정도 유지

되는 시점까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3) 1차 블레이드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가) y+ 의 변화

먼저 메쉬 생성 과정에서 y+의 향상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초기

설계 시의 y+ 값은 12～13의 범위였으며, 향상된 모델에서는 약 1.0～1.2의 값을 보였다.

구동 조건은 모두 Spalart-Allmaras model을 사용하였으며, MRF 방법으로 터빈을 회전

시켰다.

그림 3-66 y+의 변화에 따른 토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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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법 모두 전반적인 주속비에 따른 토크의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토크가 0이

되는 주속비는 거의 동일하게 약 8 TSR로 나타났다. 하지만 y+를 향상시킨 모델에서는

일반적인 주속비에서 토크가 조금 더 크게 모의되었다. 이는 y+의 향상으로 로터 블레이

드 표면에서의 흐름이 더 세밀하게 모의되어 블레이드가 받는 힘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주속비 약 8에서 y+ 값을 향상시킨 모델의 경우 토크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

상이 보이는데, 토크가 0이 되는 과정에서 난류가 안정되지 못하고 교대로 발생하기 때문

에 수렴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y+ 값을 향상시키기 전의 모델에서는

이러한 세밀한 기류가 무시되기 때문에 의외로 완만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난류 모델의 변화

두 가지 주로 사용되는 난류 모델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y+가 12～13의

범위인 기존 모델에서 MRF 방법으로 모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67 난류 모델의 변화에 따른 토크 변화

낮은 주속비에서의 토크 값의 변화는 유사하지만, 주속비가 커질수록 토크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Spalart-Allmaras model은 최대 토크가 약 0.6 Nm 정도이며 최대 토크가

나타나는 주속비는 약 4～5 TSR이고, 토크가 0이 되는 주속비는 약 8 TSR로 나타났지

만, Standard k-ε model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약 0.54 정도로 약간 낮게 나타

났으며 최대 토크가 나타나는 주속비는 5.8 정도로 조금 상승되었다. 토크가 0이 되는 주

속비 또한 약 9.2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Standard k-ε model을 사용할 경우에는

Spalart-Allmaras model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풍력 터빈의 성능이 조금 향상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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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풍력 터빈의 가상 회전 방법에 따른 변화

풍력 터빈을 가상으로 회전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메쉬

모델은 y+ 값이 1.0～1.2인 향상된 모델을 사용하였고, 난류 모델은 Spalart-Allmaras

model을 사용하였다. 세 방법에 따른 결과는 아래 그림에 비교되어 있다.

그림 3-68 회전 적용 방법에 따른 토크 변화

기본적으로 MRF 방법은 정상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더 넓은 주속비 범위에

대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Dynamic mesh 방법과 SMM 방법은 비정상상태로 시뮬레

이션을 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의 한계로 일부 주요 주속비에 대해서만 모의하였다. 세 방

법에 따른 토크의 변화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토크값의 크기는 Dynamic mesh 방

법을 사용할 때 조금 높게 나타났고, SMM 방법을 사용할때에는 조금 낮게 측정이 되었

다. 특히 SMM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토크가 음으로 변한 후에는 토크 값이 음의 방

향으로 급감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는 로터가 받는 힘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수치

해의 수렴성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관심의 대상은 토크가 양

의 값을 가질 때이므로, 토크가 양인 범위에서는 세 방법 모두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연산 시간 및 모델링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MRF 방법

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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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능 평가 결과 및 개선

앞서 설계된 풍력 터빈의 모형을 배기팬의 배기류와 결합하여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

다. 배기팬에 의한 배기류는 기 설계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형성하였으며, 풍력 터빈의

모형 및 회전 효과는 앞서 결정된 방법들에 따라 적용되었다.

기본적인 계산 영역은 형태는 그림 3-69, 3-70, 3-71과 같다. 계산 영역의 크기는 13m

(폭)×8.2m(높이)×15m(길이)이며, 총 2,238,043개의 메쉬로 구성되어 있다. 풍력 터빈부분

을 제외한 모든 메쉬는 기둥형태(prism)로 설계하여 품질을 높일뿐만 아니라 메쉬의 수

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풍력 터빈은 배기팬으로부터 2m 거리에 두었으며, 현장

실험 결과에 따라 약 6m/s 정도의 풍속을 목표 풍속으로 가정하여 평가하였다. 경계조건

및 계산 조건들은 기존의 배기팬에 의한 배기류 모델링 및 풍력 터빈의 모델링 과정과

동일하다.

그림 3-69 풍력 터빈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계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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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풍력 터빈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계산 영역 ( 측면도)

그림 3-71 풍력 터빈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계산 영역 ( 정면도)

배기팬에서 형성되는 배기류는 회전하며 확산되는 형태로 배출되므로, 풍력 터빈에서의

출력을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로 풍력 터빈 블레이드를 배기팬 방향으로 살짝 기울여주

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에 따라 기 설계된 로터 블레이드 외에 5°와 10°를 각각 기울인

로터 블레이드를 초기 모델로 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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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로터 블레이드의 초기 모델- 1) 초기 설계 2) 5° 기울인 모델 3) 10° 기울인 모델

동일한 배기류 조건에서 세 가지 초기 모델의 회전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0° 일때와 5°

로 기울인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10° 기울인 모델 순으로 성능

이 나타났다. 토크가 0이 되는 주속비가 높다는 것은 동일한 바람에서 더 빠른 속도로 회

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비례적으로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음을 내포한다. 낮은

회전 속도에서는 0°일 경우가 더 높은 토크를 받고 더 빨리 가속되지만, 약 8 TSR 정도

의 주속비 이상에서는 5°일 경우가 더 큰 토크를 받게 된다. 0°와 5° 사이에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 정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효율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 더 이상의 기울임은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블레이드의 각도를 변경시키는 방법은 추가적인 비용없이 효율을 일부 상승시킬 수 있

는 좋은 방안이며, 이와 같은 단순한 차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설계요소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 84 -

그림 3-73 블레이드의 기울인 정도에 따른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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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레이드 2차 설계

가. BEMT에 의한 블레이드 설계 개선

제 3장 2절의 간이 설계 방법으로 설계된 풍력 로터를 개선하고자 익요소 운동량 이론

(blade element momentum theory, BEMT)을 보다 정밀하게 반복법으로 계산하여 로터

를 재 설계하였다. BEMT에 대한 설명은 앞서 이미 자세히 언급되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1) 최대 출력을 얻기 위한 설계 방법

풍력 로터가 최대의 출력을 얻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최대 출력이 발생할 때의 공력

특성을 역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로터가 최대 출력이 발생할 때 축방향 유도계수 ()와

접선방향 유도계수 (′)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  
 

(3-55)

 : 축방향 유도계수

′ : 접선방향 유도계수

위의 조건에 따라 시위 길이 (C)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유도할 수 있다.

 


 cos (3-56)

 : 시위 길이 (m)

또한 유입각 ()와 취부각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3-57)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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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레이드의 유입각

 : 블레이드의 취부각

 : 블레이드의 받음각

2) 로터의 익단 손실

기본적으로 익요소 운동량 이론은 로터를 무한히 작은 시위길이를 가진 블레이드가 무

한개의 매수로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디스크 형태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의 경우

에는 블레이드 매수가 유한하고 일정 크기 이상의 시위길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가정에

위배되게 되며, 이론상의 효율보다 작은 효율을 보이게 된다.

이론상 양력은 2차원 흐름에 따른 블레이드 주위의 압력 분포에 의하여 발생한다. 블레

이드의 윗면에서는 압력이 주위 압력보다 낮고 아랫면에서는 압력이 주위 압력보다 높으

면서 압력차에 의하여 연직 상향으로의 양력이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익단 (날개 끝)에

서는 이 압력차가 익단 주위에서의 2차류, 즉 와류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러한 3차원의

흐름에서 오는 손실 뿐만 아니라 난류의 소산에 의한 압력 감소까지 더해져서 전체적인

양력의 감소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익단 손실이라 한다.

이러한 익단 손실을 계산하기 위하여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란틀(Prandtl)의 익단 손실 모형을 적용하였다. 프란틀에 의한 익단 손실 모형은 다음

과 같은 익단 손실 계수 ()를 이용하여 전개된다. 익단손실계수 를 적용하는 방법은

유도계수 와 ′에 각각 를 곱하는 것으로 하였다.

  


exp 


sin

 
 







exp 

 



 


 (3-59)

 : 프란틀의 익단 손실 계수

 : 로터의 반경 (m)

 : 로터의 국소 반경 (m)

 : 블레이드의 매수

 : 국소 반경 비 ()

 : 로터의 주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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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에서 축방향 유도계수 ()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풍력 터빈이 최대의

효율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경우 베츠의 이론으로부터 유도되는 값인 1/3을 사용하게 된

다. 이에 따라 블레이드의 각 국소 위치에서의 손실 계수의 값을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여기서 블레이드 매수는 3, 주속비는 6로 가정하였다.

그림 3-74 블레이드 국소 위치에 따른 프란틀의 익단손실계수의 분포

이때 익단 손실은 실제로 블레이드의 국소 위치들에서 축방향 유도계수와 접선방향 유

도계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앞서 계산된 악단 손실 계수를 적용하고 익요소 운동량

이론으로부터 유도된 수식의 항력 항을 무시하고 흐름 유도계수를 구하기 위한 식을 유

도하면 다음과 같다 (강 등, 2006).

 





 

 (3-60)

′ 



(3-61)

3) 국소 단면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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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56)의 시위의 길이는 익단 손실을 고려함에 따라 유입각의 변하면서 함께 변경되

어야 한다. 먼저 국소 유입각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n ′


(3-62)

이를 식 (3-56)에 적용하여 국소 현의 길이를 재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3-63)

이 식에 따라 계산된 현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팁 부분에서는 매우 얇고, 허브 부근으로

갈수록 급격히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형상은 실제 제작 시 공정을 매우 어렵게

하며 허브 부근의 지나치게 두꺼운 블레이드 단면은 필요 이상의 많은 재료를 필요로 하

게 된다. 이는 터빈의 무게 또한 증가시켜 전반적인 경제성 및 효율성에 좋지 않다. 따라

서 로터 블레이드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30 ～ 70% 영역에 초점을 맞춰 나머지 부분

들의 현 길이를 조정하여 설계하게 된다. 이때에는 구조적인 안정성, 제작상의 편의성, 비

용의 절감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

국소 유입각에 따른 국소 취부각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이는 실제 설계 시

국소 블레이드 단면의 비틀림 정도를 나타낸다.

   (3-64)

4) 풍력 로터의 성능 평가

BEMT는 초기 가정으로 로터 블레이드의 반경 방향으로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로터 블레이드의 풍상측에서 유입되는 흐름의 축방향 성분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다. 하지만 실제 가정과는 달리 2차원적인 흐름이 3차원적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가정

은 실제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익단 손실 모형 등을 적용하여 BEMT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다. 실제로 주속비가 TSR > 3 인 경우에는 실험 데이터와

BEMT에 의해 계산된 성능 특성 간의 오차가 상당히 적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익단 손

실 모형을 적용한 BEMT는 상당한 정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란틀의 익단 손실 모형을 BEMT에 적용하여 추력과 토크에 대한 식을 각각 유도하면



- 89 -

다음과 같이 축방향 유도계수와 접선방향 유도계수에 대한 두 식이 유도된다.






sin

 

 cossin (3-65)

′
′

sincos


sincos

  (3-66)

 : 로터의 솔리디티 
 

 : 로터의 양력계수

 : 로터의 항력계수

위의 식 (3-65)을 축방향 유도계수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in


cossin (3-67)

식 (3-67)과 식 (3-66)의 우변 항을 각각 , ′라 하면, 즉

 
sin


cossin (3-68)

′
sin


cossin (3-69)

식 (3-65)과 식(3-66)는 각각 축방향 유도계수와 접선방향 유도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다

음의 식으로 유도된다.




 ± 


 (3-70)

′ ′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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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소 단면에서의 유입각과 받음각은 축방향 유도계수와 접선방향 유도계수에 의해

계산되며(식 3-62), 받음각에 따라 로터의 양력계수 및 항력계수가 변화하고 또한 축방향

유도계수와 접선방향 유도계수가 재계산된다. 변화된 축방향 유도계수와 접선방향 유도계

수에 따라 다시 전체적인 계산은 반복되고, 이러한 반복에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값이 일

정 수준 이하로 수렴되면 최종적인 축방향 유도계수와 접선방향 유도계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블레이드 단면에 형성되는 흐름에 의한 성능을 계산할 수 있다.

이제 블레이드 로터의 성능을 계산하기 위한 로터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

다.

 









 (3-72)

 : 블레이드 로터의 전체 출력 (W)

 : 블레이드 로터 국소 단면의 출력

 : 블레이드 로터의 반경

 : 블레이드 로터의 각운동량

여기서 는 기존의 운동량 식에서 유도계수 를 익단손실을 고려한 ⋅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in
 


tan
    (3-73)

이를 도입하여 출력에 대한 식을 다시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sin
 


tan
   










sin
 


tan
  




  (3-74)

로터를 이루는 국소 단면들에 대하여 위 식을 적용하여 합하면 로터 전체의 출력을 계

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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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EMT를 적용한 수평축 풍력 터빈의 설계 및 성능해석 프로그램 개발

BEMT에 기반하여 수평축 풍력 터빈을 설계하고 설계된 풍력 터빈의 성능을 해석하는

과정을 MATLAB(ver. 7.1, MathWorks, Inc., USA)의 m-file format 기반의 프로그램으

로 작성하였다.

(a) 풍력 터빈 설계 (b) 풍력 터빈의 성능 해석

그림 3-75 BEMT에 기반한 풍력터빈의 설계(a) 및 성능 해석(b)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풍력 터빈을 설계하는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풍력 터빈을 설계할 기본 설계 조건을 결정한다. 여기서 설계 조건이란 풍

력 로터의 반경, 블레이드의 매수, 목표로 하는 주속비, 블레이드의 익형과 익형의

양력 및 향력 정보이며, 이들 정보들을 통하여 풍력 로터 블레이드의 형상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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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된다. 추가적으로 블레이드의 형상을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할 것인가를 결정

하기 위하여 계산 구간의 수를 선택한다. 이는 블레이드의 형상을 계산할 때 미분

방정식을 적분하는 과정에서 미소 구간의 수를 의미하므로, 계산 구간의 수가 많을

수록 이상적인 형태의 블레이드를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제작 과정에

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② 익형의 공력 성능 데이터로부터 최대 양항비가 나타나는 받음각(, angle of

attack)을 계산한다. 익형의 받음각에 따른 양력과 항력의 성능 데이터는 풍동실험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편하지만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널

리 사용되는 XFOIL (ver. 6.9, Mark Drela, USA)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XFOIL

에서 익형의 양력과 항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익형의 좌표 정보뿐만 아니라 익형

의 레이놀즈 수(Reynolds number), 마하 수(Mach number), 난류의 정도를 나타내

는 Ncrit 값이 입력 자료로 필요하다. 단, XFOIL에서 정의되는 레이놀즈 수와 마하

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75)

 


(3-76)

 : 레이놀즈 수

 : 풍속 (m/s)

 : 공기의 점성계수 (kg/m/s)

 : 마하 수

 : 물체의 속도 (m/s)

 : 음속 (m/s)

Ncrit 값은 일부 연구에서 난류 강도와 다음과 같은 관계로 사용되고 있다.

 × ln   (3-77)

③ 다음은 블레이드의 각 국소 구간에서 익단 손실 계수를 계산한다. 익단 손실은

식 (3-59)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④ 다음은 익단 손실 계수를 사용하여 각 국소 구간에서의 축방향 유도 계수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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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향 유도 계수를 계산한다. 축방향 유도 계수와 접선방향 유도 계수는 각각 식

(3-60)과 (3-61)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⑤ 흐름의 유도 계수들을 이용하여 각 국소 구간에서의 시위 길이를 계산한다. 시

위 길이는 식 (3-63)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식 (3-62)에 의해 유입각을 계산할 수

있으며, 유입각에서 받음각을 빼주어 실제 설계에 필요한 취부각을 계산하여 준다.

⑥ 계산이 끝나면 블레이드의 길이방향, 즉 중심부의 허브 부근에서부터 가장자리

의 익단까지 익형 단면의 시위 길이와 비틀린 정도를 나타내는 취부각이 계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브 부근에서는 지나치게 시위 길이가 길고 취부각이 크며,

익단에서는 시위 길이가 매우 짧은 결과를 보이게 된다. 특히 허브 부근의 긴 시위

길이는 블레이드의 폭을 크게 하여 중량을 늘리고 제작 상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

문에 계산 결과를 적절히 보정할 필요가 있다. 블레이드의 전 단면 중 실제로 가장

많은 힘을 받고 로터의 회전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은 블레이드 허브로부터 약

70%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근의 형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위 길이와 취부각의

분포를 선형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는 설계된 풍력 터빈의 성능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① 먼저 풍력 터빈을 해석할 기본 해석 조건을 결정한다. 설계된 블레이드의 시위

길이와 취부각 분포를 입력 받으며, 추가적으로 이 자료로는 얻을 수 없는 풍력 로

터의 반경, 블레이드의 매수, 풍속 정보를 입력받는다. 선택된 익형의 양력 및 항력

자료 또한 입력되어야 한다.

② 풍속과 설계된 블레이드의 형태에 따라 좌우되는 흐름의 유도 계수들을 계산하

기 위하여 먼저 초기 값을 설정한다. 베츠(Betz)의 효율에 따라 최대의 성능이 나타

나는 경우로 가정하여 축방향 유도 계수와 접선방향 유도 계수의 초기값은 각각

1/3과 0으로 두는 것이 편리하다.

③ 흐름의 유도 계수들을 이용하여 각 국소 구간에서의 익단 손실 계수, 유입각을

각각 식 (3-59)와 (3-62)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계산된 유입각에서 취부각 (해석하

고자 하는 블레이드의 취부각)을 빼주어 블레이드 단면에 형성되는 바람의 받음각

을 계산한다. 이제 초기에 입력받은 익형의 양력 및 항력 자료로부터 현재 받음각

에 대한 블레이드 단면이 받는 양력과 항력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석하고자 하는

블레이드의 시위 길이로부터 블레이드 로터의 솔리디티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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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앞서 계산된 솔리디티, 유입각, 양력 및 항력 값으로부터 축방향 유도 계수와 접

선방향 유도 계수를 각각 식 (3-70)과 (3-71)로 다시 계산한다.

⑤ 재계산된 축방향 유도 계수와 접선방향 유도 계수를 사용하여 ③과 ④의 과정을

반복하며, 이때 모든 값들이 적절한 범위에서 수렴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수렴되지 않았을 경우, 위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수렴되었을 경우에는 계산

을 멈추고 로터 블레이드가 갖는 출력을 계산한다.

⑥ 출력은 식 (3-74)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이 출력을 


  

로 나누어

출력 계수를 계산한다.

나. BEMT에 의한 블레이드의 2차 설계 및 성능 해석

2차 설계는 과년도의 1차 설계와 비교하여 개선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1차 설계에서는

BEMT에 기반하여 익요소와 운동량에 대한 이상적인 관계로부터 도출된 간소화된 설계

방법으로 수행되었다면, 2차 설계는 기본적인 BEMT에 익단 손실을 고려하여 유도된 개

선된 설계식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익형은 기존과 동일한 NACA 6계열의 NACA 63(2)-615 익형을 사용하였고, 공력 해석

은 XFOIL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설계를 위한 조건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풍속은 6

m/s로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레이놀즈 수는 408,333 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따라 최대 양

항비가 나타나는 받음각과 이때의 양항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에서 m ax  

NACA 63(2)-615 익형의 공력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MATLAB으로 구성된 풍력 터빈

설계 코드를 이용하여 2차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기본적인 설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1차

설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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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actor Value

Airfoil NACA 63(2)-615

Rotor radius 1 m

Number of blades 3

Wind speed 6 m/s

Designed TSR 6 tip-speed-ratio

Number of sub-sections of blade 20

표 3-11 2차 설계의 기본 설계 조건

이에 따라 설계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r (m) Cr (m) φr (°) βr (°) C‘r (m) β‘r (°)

0.05 0.2208 32.6 26.4 0.1785 19.3

0.10 0.2318 34.5 28.3 0.1681 17.8

0.15 0.2057 30.2 24.0 0.1577 16.3

0.20 0.1775 25.7 19.5 0.1473 14.8

0.25 0.1535 22.0 15.8 0.1369 13.3

0.30 0.1341 19.1 12.9 0.1265 11.8

0.35 0.1184 16.8 10.6 0.1161 10.3

0.40 0.1058 15.0 8.8 0.1058 8.8

0.45 0.0954 13.5 7.3 0.0954 7.3

0.50 0.0867 12.2 6.0 0.0867 6.0

0.55 0.0794 11.2 5.0 0.0794 5.0

0.60 0.0732 10.3 4.1 0.0732 4.1

0.65 0.0677 9.6 3.4 0.0677 3.4

0.70 0.0629 8.9 2.7 0.0629 2.7

0.75 0.0584 8.4 2.2 0.0584 2.2

0.80 0.0540 7.9 1.7 0.0540 1.7

0.85 0.0492 7.6 1.4 0.0492 1.4

0.90 0.0432 7.3 1.1 0.0432 1.1

0.95 0.0336 7.4 1.2 0.0372 0.9

1.00 - - - 0.0311 0.6

표 3-12 로터 블레이드의 2차 설계 결과. (C', β'은 수정된 시위 길이와

취부각)

시위 길이와 취부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익단 근처의 시위 길이는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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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데 반하여 허브 부근에서의 시위 길이는 22cm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

지만 실제로 블레이드의 안쪽 부분은 바람으로부터 큰 토크를 생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산 결과대로 재작을 할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료를 들일 뿐만 아니라 단면이

급격히 커지는 부근에서는 제작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0.4m에서

0.9m 까지를 중요 부분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부분은 선형화 하여 수정하였다. 그 결과

허브 근처의 최대 단면은 약 18cm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급격한 모양의 변화

를 막을 수 있었다.

취부각도 같은 방법으로 0.4m에서 0.9m를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을 선형화하여 수정하였

다. 그 결과 허브 근처에서는 26°까지 비틀림을 줘야 했었는데 이를 약 19° 정도로 완화

시킬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작상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3-76 로터 블레이드의 2차 설계 결과 - 시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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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 로터 블레이드의 2차 설계 결과 - 취부각

2차 설계의 결과를 1차 설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설계에 비하여 익단 부분의

시위 길이가 작아지고 취부각은 오히려 커졌다. 허브 부근에서는 시위길이와 취부각이 더

커졌다. 또한 시위길이와 취부각 모두 1차 설계에서는 블레이드의 길이 방향으로 선형에

가깝게 변화하였으나, 2차 설계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도록 설계되었

다.

그림 3-78 로터 블레이드의 1차 설계와 2차 설계의 비교 -

시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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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 로터 블레이드의 1차 설계와 2차 설계의 비교 -

취부각

설계된 로터 블레이드를 BEMT에 근거하여 성능을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터의

회전 속도에 따라 성능 계수를 비교하였을 때, 두 설계안 모두 주속비 6 근처에서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2차 설계안이 1차 설계안에 비하여 약 5% 정도 출력 성능이 향상

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주속비 6 이상의 고속 회전에서는 전체적인 출력 성능은 주속비

6일 때 보다 낮아지지만, 2차 설계안이 1차 설계안보다 평균 약 30% 정도 높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3-80 로터 블레이드의 1차 설계와 2차 설계의 성능 비

교



- 99 -

다.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2차 설계 블레이드의 성능 해석

1) 풍력 터빈 모델의 격자 설계

시뮬레이션 해석을 위하여 풍력 터빈의 형상을 모델링하고, 계산 영역과 격자망을 설계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과년도의 연구 수행 절차와 거의 유사하며, 자세한 내용은 과년

도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모델링과 격자 설계 과정을 다시 적용하는 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산 영역의 격자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유선형의 익형 주위에 y+ 가 1 정도 수준의 매우 조밀한 격자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격

자 품질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주로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부분은 익형 중

바람을 맞는 부분이 아닌 끝부분이다. 기존에는 품질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계산에 큰 오

류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쉬 설계를 마쳤지만, 현재 풍력 발전용 터빈의 성능

평가 과정에서 Enhanced wall function을 사용하면서 메쉬의 품질저하에 따른 수렴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메쉬의 품질을 조금 향상시키는 방안 대신 근본적

으로 메쉬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메쉬 설계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익

형 끝부분에서의 메쉬의 품질 저하가 단순한 몇몇 케이스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메쉬를

설계하는 방법상에서 이미 품질의 저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기존 격자 설계 상의 문제점

현재 메쉬 설계상의 문제는 현재의 설계 방법으로는 익형의 끝부분에서 저하되는 메쉬

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익형의 표면 부근에서 적절한 wall treatment를

위해서는 y+ ～1 수준의 매우 작은 격자 간격을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prism 방법

을 사용하는 것이 격자의 수도 절감할 수 있으며 작은 격자 간격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prism 방법의 사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그림

과 같다. 실제 익형의 형상은 곡선이지만, 격자망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메쉬들에 의해 다

각형으로 구성된다. 메쉬로 구분된 각 변에서 prism 격자를 형성할 때 매우 작은 높이로

형성하게 되면 이웃하는 변과의 각도에 의해 prism 격자의 형상이 찌그러지게 되는데,

이때 각도가 크면 클수록 prism 격자의 형상이 더욱 찌그러지게 되며 메쉬의 품질이 크

게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3-83와 같이 익형의 뒷부분에서 큰 문제로 발생

하게 된다. 익형의 뒷부분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형상이기 때문에 특히 뾰족한 부분에서의

양쪽 prism 격자들은 거의 뾰족한 삼각형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며, 이때 사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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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격자의 품질은 Equiangle Skewness (QEAS) 값이 거의 1에 가깝게 된다. 참고로

QEAS는 격자의 각도를 이용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0일 때 가장 품질이 우수하며

1에 가까울수록 품질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75 이하의 품질이 권장된다.

그림 3-81 익형 주위의 메쉬 형상 (익형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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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익형 주위의 메쉬 형상 (익형 앞부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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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익형 주위의 메쉬 형상 (익형 뒷부분 주위)

그림 3-83의 메쉬 모양을 간략하기 다시 그리면 그림 3-84과 같다. 익형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끝부분은 각도가 매우 작은 두 선이 만나고 있는데, 익형을 하나의 연속체 개념으

로 보면, 즉 예를 들어 볼록한 형태의 다각형으로 보면 이는 반대로 두 선의 각에 360도

에 가깝게 매우 큰 형태이다. 여기에 형성되는 메쉬를 간략히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그림 3-84 익형 주위의 메쉬 형상 개략도

(익형 뒷부분 주위)

끝부분에 형성되는 메쉬는 2차원 단면적으로는 사각형(실제로는 육면체)이지만 삼각형에

유사하게 한쪽 각이 180에 거의 근접하다. 이러한 메쉬에서 격자의 품질은 약 0.96 ～

0.97 정도로 나타나는데, 일부 시뮬레이션 조건하에서는 수렴성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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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벽면 근처의 유동이 중요한 경우에는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격자를 보

완하기 위하여 smooth, swap 등의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격자의 설계 구조 상 품질의 향

상이 거의 불가능하다.

나) 메쉬 설계의 개선 방향

메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격자 설계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85 익형 뒷부분의 메쉬 개선 방향

이러한 형태로 격자를 설계하는 방안으로 익형의 상판과 하판을 분리시켜 각각 분리하

여 prism 메쉬를 설계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원하는 형태로 격자의 설계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림 3-86은 방안 1을 나타내고 있다. 익형의 끝부분

에 면을 붙여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구조에서는 익형의 상판과 하판에 독립적으로

메쉬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면을 어느 정도까지 만드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계산 영역이 작을 경우에는 계산영역의 경계면까지 연장면을 확장시켜 결국 전체 계산영

역을 연장면으로 분할하는 것이 격자의 품질 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렇게 작성

할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격자의 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림 3-86 익형 뒷부분의 메쉬 개선 방안 1

두 번째 대안으로는 그림 3-8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익형 뒷부분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절단하여 각이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잘라진 짧은 변의 길이가 메쉬의 크기보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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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작지만 적절한 길이가 되도록 절단한다면, 적절한 품질의 메쉬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

다. 메쉬의 품질을 높이고자 모서리를 너무 많이 절단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익형의 전체

적인 길이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87 익형 뒷부분의 메쉬 개선 방안 2

두 가지 방안 중 방안 1은 하나의 블레이드를 포함한 작은 크기의 모델에서는 매우 적

절하고 좋은 품질의 격자망을 구성할 수 있지만, 세 개의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매우 큰

크기의 모델에는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방안 2의 방법으로 임의로 익형의 날카로

운 뒷부분을 수정하여 뭉뚝하게 변경하고, 여기에 메쉬를 형성하였다.

다) 메쉬의 설계 및 보완

메쉬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는 프리즘 메쉬를 설계할 경우에 옆면은 사각형 형태로 생성

되는데 있다. TGrid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또는 사면체 메쉬를 설계하는데 프리즘 메쉬의

옆면이 사각형 형태로 생성되어 도메인 내에 노출되게 되면 사각형의 메쉬에 피라미드를

생성시켜 사면체를 이어나가게 된다. 그러나 익형 주위의 프리즘 메쉬들은 높이가 약

0.00005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옆면에 생성되는 사각형은 가로에 비하여 세로가 매우

작은 길쭉한 형태의 사각형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 피라미드 메쉬나 사면체 메쉬를 생성

할 경우에는 메쉬의 품질이 거의 0.97에 가깝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익형 주위에 매우 작은 크기의 프리즘

메쉬를 설계할 때에는 프리즘의 옆면이 도메인의 경계에 있거나, 아니면 옆면이 생성되지

않도록 닫힌(closed) 전체의 형상에 대하여 한 번에 프리즘 메쉬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익형을 하나의 닫힌 형태로 한 번에 프리즘 메쉬 설계를 하기 위하여 익형의 단면을 일

부 보완하였다. 익형의 끝부분을 앞서 제시한 형태와 달리 완만한 곡선으로 보정하여 하

나의 연속된 선으로 설계할 경우 메쉬 설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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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 익형의 뒷부분을 완만한 연속 곡선으로 보정한 형태

또한 전체적으로 곡면을 처리하는 과정도 보완하여 블레이드의 구간 별로 곡면들이 부

드럽게 이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3-89 Rhinoceros를 이용한 블레이드의 설계 모습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Rhinoceros에서 만든 모델을 GAMBIT으로 옮길 때 발생하였는

데, 곡면의 일부가 찌그러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보완을 위하여 sat, iges, parasolid,

step 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링 파일들로 변환하여 시도하였으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

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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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 GAMBIT에서 곡면의 일부가 찌그러지는 문제의 모습

그림과 같이 선과 닿는 부분들이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메쉬를

설계할 시에 품질 면에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Rhinoceros에서 모델링할 때

나 모델링 한 후에는 이러한 형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

었다.

이에 따라 실제 고정 부위를 고려하여 날개의 연결부를 재설계하고 다시 시도를 하였다.

날개의 제작을 위하여 mm 단위로 설계를 변경하고, 즉 기존보다 1,000배로 크기를 크게

하여 설계를 하였다. 이 모델을 GAMBIT으로 옮겨 왔을 때 기존보다 날개 끝에서의 일

부가 찌그러지는 현상이 크게 사라졌으며 전반적인 형상이 많이 향상되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 모델을 GAMBIT에서 그대로 1/1,000으로 축소시켰을 때는 다시 기존과 동일

하게 익형의 끝부분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형상을 축소시키는 과정

에서 GAMBIT이 정확히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1,000배로 커진

모델에서 그대로 메쉬를 설계하여 TGrid로 옮기는 것이 블레이드의 형상을 그대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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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Rhinoceros에서 작업 과정을 개선하여 형상의 일부가 찌그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메

쉬 작업을 진행하였다. 날개 주위에 메쉬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선 메쉬를 형성시

키고, 면 메쉬를 생성시켰다. 그러나 이때 발생한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91 메쉬 크기에 따른 곡면 형상의 변형 문제

일반적으로 이음새 주위에 조밀한 메쉬를 주고 그 외의 부분에는 메쉬 수를 절감하기 위

하여 비교적 큰 메쉬를 주는 등 메쉬의 크기를 차등하여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으로 메쉬를 설계하게 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선 메쉬 상에 서로 다른 크

기의 삼각형 메쉬들이 생성되면서 원래의 날개 표면 형상이 변형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익형 끝부분에 조밀한 메쉬를 형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경우보다 조밀하면서 균일한 메쉬를 형성시킨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익형 끝의 형상

이 위의 경우보다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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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메쉬 크기에 따른 곡면 형상의 변형 문제 개선

물론 옆면의 메쉬 때문에 일부 메쉬의 변형이 생기긴 하였다. 하지만 조밀한 메쉬를 사

용함에 따라 전체적인 메쉬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익형의 끝에서 익

형의 중심부로 향할수록 메쉬의 크기가 점차 커지도록 선 메쉬를 먼저 설계하여 두었으

나, 원하는 메쉬의 크기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면

메쉬를 생성할 때 Size Function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Size function을 사용한 결과, 위

의 사용하지 않은 결과에 비하여 메쉬의 수가 효과적으로 감소하였으며, size function의

growth rate를 옆의 선 메쉬와 적절히 맞춰 조정함으로써 메쉬의 품질 또한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림 3-93 Size function 적용 전(좌)과 후(우)의 메쉬 설계 모습 비교

적용한 size function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때때로 이상한 형태의 메쉬가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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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는데, 이는 size function의 문제이다. size function을 제거하고 삼각형이나 사각

형 메쉬를 형성시키면 전혀 문제없이 메쉬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메쉬의 품질을 유지

하면서 날개의 끝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size function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size function의 growth rate를 1.1에서 1.08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하여 다시 시도한 결과 문제없이 메쉬가 형성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완성된

블레이드 상이 메쉬 모습은 그림 3-94과 같다.

Sections of blade

(from hub(1) to tip(17))
start size growth rate max. size

1~7 1 1.1 7

8~11 0.8 1.1 6

12~14 0.4 1.1 5

15 0.38 1.1 5

16 0.36 1.1 5

17 0.35 1.1 5

표 3-13 Size function의 적용 방법

그림 3-94 Size function을 적용한 블레이드의 메쉬 형상

라) 계산 영역의 설계

완성된 블레이드 모형과 메쉬를 실제 풍력 터빈의 형상으로 조합하여 계산 영역을 만들

었다. 블레이드를 120° 간격으로 3매를 배치하고 중간에 허브로 연결한 후, 조합된 터빈

을 직경 4m, 폭 0,4m의 원기둥 형태의 영역에 넣고 3차원 격자를 내부에 형성하였다. 메

쉬의 설계 과정은 메쉬의 일부 크기를 제외하고는 과년도 보고서의 설계 방법과 거의 동

일하므로 본 서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성된 계산 영역의 형태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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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와 같다.

그림 3-95 직경 4m, 폭 0.4m의 원기둥 형태의 풍력 터빈 계산 영역

3차원 메쉬의 크기는 그림 3-96과 같이 블레이드 표면 주위에서 매우 작고 외곽방향으

로 점차 커지도록 설계하였으며, 반복 작업을 통하여 y+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반복

설계를 하였다. 원기둥 형태의 계산 영역 내의 총 메쉬 수는 9,146,241 개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기둥 형태의 계산 영역은 두 개의 상위 계산 영역의 일부로 사용되

게 된다. 단순히 풍력 터빈의 성능을 평가할 경우에는 원기둥의 윗면과 아랫면을 확장시

킨 긴 원기둥 형태의 터널 형태 계산영역으로 확장되어 사용되며, 실제 배기팬에서 형성

된 기류로 풍력 터빈의 성능을 해석할 경우에는 사전에 만들어진 배기팬 후류를 모의하

는 계산 영역에 포함되어 사용되게 된다. 이렇게 원기둥 형태의 계산 영역이 두 상위 계

산 영역에 포함되어 사용되는 새로운 계산 영역을 형성한 형태는 그림 3-97와 같다. 그

림 3-97의 첫 번째 계산 영역인 원기둥 형태의 계산 영역은 총 9,387,981개의 메쉬를 사

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두 번째 계산 영역인 실제 배기팬 후류 형상의 계산 영역은 총

9,576,967개의 메쉬를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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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 블레이드 주위의 메쉬 설계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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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7 풍력 터빈의 성능 해석을 위한 두 가지 상위 계산 영역의 형태

2) 풍력 터빈 모델의 성능 평가 및 해석

가) 풍력 터빈의 성능 해석 조건

FLUENT 메인 모듈에서 풍력 터빈의 성능을 해석하기 위한 조건은 과년도 보고서의 1

차 설계 조건과 거의 동일하며, 일부 조건을 변경시켰다. 설계 조건을 정리하면 표 3-14

와 같다. 유입기류와 유출부의 경계 조건은 동일하며, 난류 모델은 SST k-ω 모델을 사

용하였다. 압력-속력 커플링 방법은 PISO scheme으로 설정하였으며, 압력의 이산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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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RESTO! 로 설정하였다. 운동량과 난류에너지는 2rd order로 차분하였으며, 난류에

너지 소산율은 1st order로 차분하였다.

모델링 조건 값

Inlet boundary condition

velocity

Turbulence - Turbulent intensity

- Hydraulic diameter

velocity inlet

6m/s

10 %

1.27m
Outlet boundary condition

Gauge pressure

Backflow turbulence -Turbulent intensity

-Hydraulic diameter

pressure outlet

0 pa

10 %

1.27m
Rotation speed of wind turbine 5～85 rad/s
Gradient option Green-Gauss Node Based scheme

Pressure-Velocity Coupling

PISO scheme

Skewness Correction: 1

Neighbor Correction: 1

Skewness-Neighbor Coupling:

deactivated
Discretization of pressure PRESTO!

Discretization of Momentum and Turbulent

Viscosity

2nd order Upwind for Momentum and

k

1st order Upwind for Turbulent

viscosity
Viscous model SST k-ω model

표 3-14 2차 설계 터빈의 시뮬레이션 모델의 경계 조건

나) 풍력 터빈의 기본 성능 해석

풍력 터빈의 성능 해석을 위하여 풍력 터빈을 긴 풍동 터널에 위치시킨 것과 같은 형태

로 만들어진 긴 원기둥 형태 계산 영역 모델의 성능을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로 풍력 터

빈의 회전 시 불레이드가 받는 회전력과 이때 풍력 터빈이 생성하는 에너지를 계산하여

풍력 터빈의 회전 속도 별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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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8 2차 설계 풍력 터빈의 시뮬레이션 성능 해석 결과

BEMT 이론에 의해 계산된 출력은 주속비 6.5에 해당하는 39 rad/s에서 최대의 출력을

나타냈으며, 주속비 5.5에 해당하는 33 rad/s에서 최대의 토크를 나타냈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에서는 35 rad/s에서 최대의 출력을 나타냈으며, 30 rad/s에서 최대의 토크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해 해석된 결과가 이론적인 결과보다 낮게 나타

났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의 수렴도와 관계가 있으며 계산 량을 늘려 시도한 경우 근접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9은 일부 터빈 회전 속도에 대하여 시뮬레이

션의 수렴도를 높여서 도출한 성능 결과와 풍력 터빈을 배기팬 후류 모델에서 성능 평가

한 결과를 이론적인 성능 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성능 평가용으로 균일한 기류에서

시험한 결과와 비교하여 배기팬의 후류 모델에서 평가한 성능 결과는 약 14%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잡한 3차원 기류에 의해여 바람이 블레이드와 만날 때 실제 설계

당시의 유입각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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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수렴도를 높인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와 배기팬 후류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

비교

다) 허브 형상에 따른 성능 비교

허브의 바람을 받는 면의 형상을 변경하였을 때 풍력터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인 형상인 원뿔형의 형상을 허브에 연결하여 가운데로 불어오는 바람이 블레이드

방향으로 갈라져서 퍼지도록 하였고, 이에 의해 풍력 터빈의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원뿔형 형상을 연결한 풍력 터빈의 형상은 그림 3-10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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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0 성능 비교에 사용된 원뿔형 허브를 연결한 풍력 터빈

원뿔형 허브에 의한 풍속장을 비교하면 그림 1-48과 같다.

그림 3-101 원뿔형 허브에 의한 풍력 터빈 주위의 풍속장 비교 (0m/s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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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에 원뿔형 형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여 보면, 원뿔형 형상이 있는 경우에

는 없는 경우에 비하여 블레이드 면에서의 풍속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

히 허브 인근의 블레이드 면에서 이러한 풍속 상승은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허

브의 바람 받는 면이 편평할 경우에는 그 면 앞에 매우 낮은 풍속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낮은 풍속이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

한 압력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위의 풍속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풍속을 약간 감

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블레이드 표면에서의 압력 분포로 비교해보면 그림 3-

102와 같다.

그림 3-102 블레이드 표면에서의 정압 분포 (단위: Pa)

그림에서 가로축의 블레이드 위치별 압력 분포에 의하여 블레이드는 양력을 받게 되는

데 최대 최소 차를 통해 양력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최대 최소의 차가 크면, 분포

의 상하 폭이 크게 되고 양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허브 유입면이 편평한

경우보다 원뿔형인 경우가 블레이드 전면에 걸쳐 압력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양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블레이드 허브 부근 보다는 끝단에 가

까워질수록 양력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블레이드에서 받는 양력의 크기는 원뿔형 허브를 사용하였을 경우 약 5% 정

도 높아지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허브 형태가 실제의 배기팬 후류에서도 풍력 터

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예측을 해 보았다. 하지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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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의 결과와는 달리 배기팬 후류에 풍력 터빈을 놓았을 경우에는 성능의 향상을 보이

지는 않았다. 이는 유입기류의 풍질이 일정하고 균일할 경우에는 허브로 불어오는 바람을

블레이드 쪽으로 유인하여 성능의 향상을 꾀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 배기팬 후류에서는

배기팬 후류의 회전하는 기류 특성 때문에 허브 부근에서는 사실상 풍속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풍력 터빈을 배기팬 후류에 설치하여 이용할 경우

에는 허브 부근의 바람 보다는 블레이드 끝단 부근에서의 바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더 집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블레이드 위치별 성능 해석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기 위하여 블레이드 표면의 각 격자에 작용하는 힘과

이에 의한 풍력 터빈에 작용하는 토크, 즉 모멘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임의의 지점 B

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힘과 모멘트는 그림 3-10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03 블레이드 표면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의 관계도

이에 따라 블레이드 표면에 가해지는 힘과 블레이드의 회전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119 -

  ⋅  ⋅

 for   for   for 

(3-78)

  ⋅
  ⋅



  

(3-79)

또한 이 중 압력에 의한 힘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으므로 블레이드 표면에서의 압

력 분포로부터 풍력 터빈의 회전 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


  



 
  



 
  



 (3-80)

풍력 터빈의 회전 속도가 30 rad/s인 경우에 대하여 BEMT 이론에 의하여 계산된 블레

이드 위치별 토크의 분포를 시뮬레이션에서 예측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두 결과 모두 블

레이드의 약 x/R = 0.8 위치에서 최대의 토크를 받고 있었으므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시

이 부근에서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BEMT에 의한 결과는

블레이드의 위치 약 x/R = 0.4 ～ 0.8 구간에서 토크의 변화가 직선적인 형태로 나타났으

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높은 값으로 위로 볼록한 형태의 분포를 보여

이론적인 값보다 조금 더 큰 힘을 받는 결과를 보였다. 대신 x/R이 0.4보다 작은 위치에

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위치에 따른 토크의 크기 변동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허브로

인하여 기류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3-104 블레이드 위치별 토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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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환기팬 후류에서의 풍력 터빈의 성능 검토

설계된 풍력 터빈이 실제 배기팬 후류에서 동일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배기팬 후류 모델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배기팬의 회전에 의해 생성된

후류는 회전의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류에 설치하는 풍력 터빈은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풍력 터빈의 회전 방향을 배기팬의 회전 방향과 일치시

키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풍력 터빈의 회전 방향을 배기팬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두는

방법이다. 여기서 배기팬의 회전 방향은 풍력 터빈 측에서 배기팬을 바라보았을 때 시계

방향이다. 이러한 개념은 그림 3-105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3-105 배기팬 후류를 이용한 풍력 터빈의 두 가지 방

법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하여 두 방향성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여 본 결과는 표 3-15과 같

다. 풍력 터빈의 회전 방향을 배기팬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두었을 때에는 블레이

드가 받는 힘이 약 4.11 Nm 정도 이었으나, 풍력 터빈의 회전 방향을 배기팬과 같은 방

향으로 두었을 때에는 블레이드는 약 3.63 Nm의 힘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그 성능은

약 12%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원인은 풍력 터빈의 회전 방향이 배기팬의

회전성 후류와 반대일 경우, 블레이드에 부딪히는 바람의 상대 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풍력 터빈을 설치할 경우에도 이러한 회전 방향을 염두해 두

고 설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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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against the exhaust fan Opposite direction Same direction

Torque (Nm) 4.11 3.63

표 3-15 배기팬 회전 방향에 대한 풍력 터빈의 회전 방향 별 시뮬레이션 성능 결과

4. 블레이드 3차 설계

가. BEMT에 의한 블레이드 설계의 최적화

3차 설계 과정에서는 익형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설계 조건을 변경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찾고자 하였다. 풍력 터빈을 배기팬에 좀 더 가깝게 위치시키기 위하여 설계 풍속을

8m/s로 높였고, 발전기에서의 코깅 등의 저항을 고려하여 설계 주속비를 기존의 6에서 5

로 하향 조정하였다. 익형은 다른 연구들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다양한 익형들을 찾아

128개의 NACA 계열의 익형을 선정하였으며, 모든 익형들에 대하여 BEMT에 의한 로터

블레이드의 설계 및 성능 해석을 수행하여 최상의 성능을 보이는 익형과 그의 설계안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블레이드의 최적화 과정에서의 설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Design factor Value

Airfoil 128 airfoils of NACA-series

Rotor radius 1 m

Number of blades 3

Wind speed 8 m/s

Designed TSR 5 tip-speed-ratio

Number of sub-sections of blade 20

표 3-16 블레이드 최적화를 위한 기본 설계 조건

익형의 공력 특성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XFOIL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XFOIL에서 정의되는 설계 레이놀즈 수는 식 (3-75)에 따라 544,444로 계산되었다. 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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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로터 블레이드 날개의 60～80% 위치를 기준으로 식 (3-76)에 따

라 계산하면,

    ××

  ××  




 

NCrit 값은 약 2%의 난류 강도가 구현되도록 0.95의 값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3 정도

의 값이 약 10%의 난류 강도로 계산되지만, 0 이하의 음수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계산

상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사용된 익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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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a0006 naca23024 naca64108 naca642015a

naca0008 naca63a210 naca64110 naca642215(n64215)

naca0009 naca64a010 naca64206 naca642215

naca0010 naca64a210 naca64208 naca642415

naca0012 naca64a410 naca64209 naca643218

naca0015 naca632a015 naca64210 naca644221

naca0018 naca747a315 naca65206 naca644421

naca0021 naca747a415 naca65209 naca651212

naca0024 naca000834 naca65210 naca651212a06

naca1408 naca001034 naca65410 naca651412

naca1410 naca001034a08cli0_2 naca66018 naca652215

naca1412 naca001035 naca66206 naca652415

naca2408 naca001064 naca66209 naca652415a05

naca2410 naca001065 naca66210 naca653218

naca2411 naca001066 naca631212 naca653618

naca2412 naca001234 naca631212ma naca654221

naca2414 naca001264 naca631212mb naca654421

naca2415 naca001264a08cli0_2 naca631412 naca654421a05

naca2418 naca2415LowRe naca632215 naca661212

naca2421 naca16006 naca632215b naca662215

naca2424 naca16009 naca632415 naca662415

naca4412 naca16012 naca632615 naca663218

naca4415 naca16015 naca633018 naca663418

naca4418 naca16018 naca633218 naca664021

naca4421 naca16021 naca633418 naca664221

naca4424 naca63010a naca633618 naca671215

naca6409 naca63012a naca634221 nacacyh

naca6412 naca63015a naca641012 nacam2

naca23012 naca63206 naca641012a nacam3

naca23015 naca63209 naca641112 nacam6

naca23018 naca63210 naca641212 nacam12

naca23021 naca64008a naca642015 nacam18

표 3-17 블레이드 최적화에 사용된 NACA 계열의 128개 익형 목록

128개의 익형에 대하여 설정한 설계 조건에 따라 BEMT 이론에 기반하여 최대출력의

블레이드 현 길이와 국소 설정각들을 설계하고, 이의 이론적 성능을 주속비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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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결과를 나타내면 그래프와 같다.

그림 3-106 128개의 익형에 대한 로터 블레이드의 최적설계안의 성능 해석 결과

익형의 종류에 따라 설계된 블레이드의 주속비별 성능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 중

적절한 익형과 설계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풍력 터빈의 운영 시에는 전력 생산

에 따른 터빈 회전에 부하가 발생하므로, 실제 설계된 회전력만큼 회전하기가 어렵다. 이

에 따라 낮은 회전속도에서도 높은 성능이 발휘되는 블레이드 설계안을 위주로 선별하였

다. 주속비 3.5 ∼ 5 범위에서 출력계수(Cp)가 높은 블레이드 설계안을 순위별로 20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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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

Ranking
3.5 4 4.5 5 avg

1 naca65410 naca643218 naca643218 naca662415 naca632415

2 naca631412 naca66018 naca66018 naca643218 naca65410

3 naca651412 naca632615 naca632615 naca652415a05 naca631412

4 naca632415 naca4412 naca4412 naca653618 naca642415

5 naca652215 naca632415 naca632415 naca632615 naca643218

6 naca671215 naca633418 naca633418 naca652415 naca632615

7 naca66018 naca6412 naca6412 naca663418 naca651412

8 naca642415 naca642415 naca642415 naca6409 naca4412

9 naca662215 naca653218 naca653218 naca642415 naca652415

10 naca653218 naca634221 naca634221 naca6412 naca653218

11 naca652415 naca1410 naca1410 naca632415 naca662215

12 naca643218 naca747a315 naca747a315 naca633418 naca652215

13 naca4412 naca2415 naca2415 naca747a315 naca633418

14 naca632615 naca652415 naca652415 naca654221 naca747a315

15 naca662415 naca747a415 naca747a415 naca644221 naca662415

16 naca747a315 naca2408 naca2408 naca65410 naca671215

17 naca633218 naca23012 naca23012 naca4412 naca633218

18 naca633418 naca64209 naca64209 nacam18 naca66018

19 naca663218 naca631412 naca631412 naca634221 naca4415

20 naca664021 naca6409 naca6409 naca633618 naca652415a05

표 3-18 주속비 3.5~ 5.0 범위에서 출력계수가 높은 상위 20개의 익형

상위 20개의 익형 중에서 상위 10개의 설계안을 그래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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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출력 성능 상위 10개의 익형에 대한 주속비별 성능 분포 비교

TSR

Airfoil

Power coefficient (Cp)

3.5 4 4.5 5 avg

naca632415 0.423 0.441 0.453 0.463 0.445

naca65410 0.442 0.438 0.443 0.456 0.445

naca631412 0.429 0.449 0.444 0.452 0.444

naca642415 0.418 0.438 0.449 0.464 0.442

naca643218 0.409 0.429 0.458 0.472 0.442

naca632615 0.405 0.435 0.455 0.467 0.440

naca651412 0.428 0.435 0.440 0.454 0.439

naca4412 0.407 0.436 0.455 0.456 0.439

naca652415 0.411 0.432 0.445 0.465 0.438

naca653218 0.413 0.433 0.448 0.453 0.437

표 3-19 출력 성능 상위 10개의 익형에 대한 주속비별 성능 비교

NACA632415 익형으로 설계된 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출력 계수를 보이

고 있다. 물론 다른 설계안들과 큰 차이는 없으나, 주속비 4∼5 범위 내를 비교해 볼 때

는 더욱 높은 출력 계수를 보이고 있다. NACA632415 익형의 설계안은 주속비 3.5의 낮

은 회전상태에서는 다른 설계안에 비해 가장 높은 출력을 보이지는 않지만, 주속비가 좀

더 빨라졌을 때는 더 높은 출력을 보이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고르면서도 높은 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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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NACA63(2)-415의 익형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08 NACA62(2)-415 익형의 형상

그림 3-109 2차 설계(NACA63(2)-615)와 최적화된 설계(NACA62(2)-415)

의 성능 비교

기존의 2차적으로 NACA632615 익형으로 설계되어 제작된 블레이드와 현재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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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A632415 익형으로 설계된 블레이드의 출력 계수를 주속비별로 비교해보면 그림과

같다. 기존 2차 설계된 블레이드는 주속비 6의 고속 설계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에 낮은

주속비에서의 출력계수가 매우 낮게 설계가 되었지만, 새롭게 설계된 블레이드는 주속비

5의 조금 낮은 회전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에 낮은 주속비에서도 높은 출력을 보이고

있다.

나. 최적화 과정을 통한 블레이드의 3차 설계 및 성능 해석

블레이드 익형의 최적화 과정을 거쳐 선정된 익형은 NACA63(2)-415 익형이다. 이 익형

으로 설계된 시위 길이와 취부각을 앞선 설계들과 마찬가지로 부분 선형화를 거쳐 설계

를 보완하였다. 블레이드의 허브 주위 부분은 실제로 많은 힘을 받는 부분이 아니지만 설

계안대로 제작할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두꺼워지고 외곽방향으로 너무 급하게 얇아지

게 되기 때문에 제작이 힘들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터빈의 회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약

50% 이상의 구간에 중점을 두어 허브 주위의 구간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그림 3-110 로터 블레이드의 2차 설계와 3차 설계 및 이의 수정안의 비

교 - 시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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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로터 블레이드의 2차 설계와 3차 설계 및 이의 수정안의

비교 - 취부각

기존의 설계안과 신규 설계안의 현의 길이와 국소 설정각을 비교해 보면, 신규 설계안의

경우는 더 낮은 주속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바람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

기 위하여 현의 길이가 전 구간에서 약 2배정도 길어졌고, 국소 설정각 또한 풍상측 방향

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주속비가 낮을수록 익형에 접근하는 입

사각(블레이드의 회전에 따라 실제 블레이드에 접근하는 기류의 방향은 블레이드의 회전

과 바람의 방향에 따라 형성되는 합력방향이다.)이 풍상측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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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m) Cr (m) βr (°) C‘r (m) β‘r (°)

0.05 0.4061 27.1 0.2672 23.5

0.10 0.4636 32.0 0.2623 22.7

0.15 0.4320 29.3 0.2568 21.8

0.20 0.3850 25.4 0.2506 20.8

0.25 0.3401 21.8 0.2438 19.5

0.30 0.3014 18.8 0.2363 18.1

0.35 0.2690 16.4 0.2279 16.4

0.40 0.2420 14.3 0.2185 14.3

0.45 0.2194 12.7 0.2082 12.7

0.50 0.2002 11.2 0.1966 11.2

0.55 0.1838 10.1 0.1838 10.1

0.60 0.1696 9.1 0.1696 9.1

0.65 0.1570 8.2 0.1570 8.2

0.70 0.1456 7.5 0.1456 7.5

0.75 0.1348 6.8 0.1348 6.8

0.80 0.1239 6.3 0.1239 6.3

0.85 0.1119 5.9 0.1119 5.9

0.90 0.0969 5.7 0.0969 5.7

0.95 0.0738 5.7 0.0738 5.5

1.00 - - 0.0600 5.4

표 3-20 로터 블레이드의 3차 설계 결과. (C', β'은 수정된

시위 길이와 취부각)

수정된 설계안의 블레이드를 다시 BEMT에 기반하여 성능을 평가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능의 저하 없이 수정 전과 거의 유사한 출력 계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2

차의 설계안 보다 낮은 주속비에서 훨씬 더 높은 출력을 보이고 있다. 단 주속비 6 이상

의 고속 회전에서는 2차 설계안 보다 약간 낮은 성능 계수를 보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현장 실험을 통하여 실제 적용해 본 결과 고속 보다는 주속비 약 5 근처의 조금 낮은 회

전 속도에서 더 높은 출력 효율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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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로터 블레이드의 2차 설계와 3차 설계 및 이의 수정안의

성능 해석 결과 비교

다.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3차 설계 블레이드의 성능 해석

1) 풍력 터빈 모델의 격자 설계

가) 블레이드 설계

NACA 63(2)-415 익형을 기본으로 한 3차 설계 블레이드의 설계 조건에 따라

Rhinoceros를 이용하여 블레이드 모형을 3차원으로 설계하였다. 3차 설계의 블레이드에

shark tip 형태의 익단을 결합하여 모델링하였다. 허브와의 이음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설

계하였고, 이음부와 블레이드면은 부드러운 곡면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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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Rhinoceros를 이용한 3차 설계 블레이드의 모델링

나) 메쉬 설계 및 개선

블레이드 모형에 메쉬를 설계하기 위하여 2차 설계에서는 익형 끝단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완만하게 조절하였지만, 3차 설계 모델에서는 익형의 양 끝단에 면을 연장시켜 상

판과 하판을 분리하여 메쉬를 설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차 설계에서 모서리 끝을 뭉

툭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적절한 품질의 메쉬를 설계하였지만, 수렴성에 대하여 완벽히 독

립적인 메쉬를 생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메쉬의 구조가 복잡해지지만 수렴에

대하여 안정적인 메쉬를 생성하기 위하여 면을 연장시켜 블레이드를 분할하는 방법을 시

도하였다.

그림 3-114와 같이 블레이드의 상판과 하판을 기하학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익형의 양

끝단에서 0.1m 길이의 면을 연장하였다. 단 블레이드가 허브와 만나는 곳에서는 0.1m 만

큼 연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허브와 블레이드의 이음부를 시뮬레이션에서는 제외하고,

0.01m 길이의 연장면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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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3차 설계 블레이드의 메쉬 설계 모습

메쉬의 크기는 블레이드의 익형 끝단에서는 0.001m의 균일한 메쉬로 설정하였고, 익형

의 중앙부, 즉 블레이드의 폭방향으로는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의 단면에서 50개의 메쉬

로 설계하였다. 이때 익형의 끝단과 만나는 지점에서의 최소 크기는 0.00005m로 설정하

였다. 연장면의 바깥쪽은 0.015m의 상대적으로 큰 메쉬로 설정하여, 블레이드 표면으로부

터 외곽으로 갈수록 메쉬가 커지도록 하였다. 연장면의 반경 방향으로는 20개의 메쉬를

주어 최소 0.00005m의 메쉬부터 점차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이외에도 연장면에 증가율

1.2의 size function을 주어 연장면에서 메쉬가 부드럽게 커지도록 설정하였다. 모든 면의

메쉬는 삼각형 형태로 설계하였다. 허브는 0.01m 크기의 삼각형 형태로 균일하게 설계하

였다.

다) 계산 영역 설계

계산 영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먼저 직경 4m, 폭 0.4m의 원기둥형태의 계산 영역을 만들

고, 이를 추후에 터널 형식 또는 배기팬 후류 모델에 삽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먼저 직경

4m, 폭 0.4m의 원기둥 형태는 그림 3-115와 같다. 외부 경계면의 메쉬는 크기 0.1m의 삼

각형 형태이다. GAMBIT에서 면 메쉬를 설계하고 경계면을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블레이

드를 1매만 만들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이후 TGrid에서 3차원 메쉬를 설계하는 단계에



- 134 -

서 블레이드를 120° 간격으로 3매를 복사 및 이동하는 방법이 메쉬를 생성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욱 균일한 형태의 메쉬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른 메쉬의 설계 형태

는 그림 3-116과 같다.

그림 3-115 GAMBIT에서 직경 4m, 폭

0.4m의 원기둥 형태의 계산 영역 설계

모습

그림 3-116 TGrid에서 메쉬 설계 모습

블레이드 표면에 매우 작은 메쉬를 생성하기 위하여 prism 메쉬를 생성하였다. prism

메쉬는 그림 3-117과 같이 상판과 하판에 각각 초기 0.00005m의 크기로부터 1.25의 증가

율로 7층을 생성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림 3-118과 같이 prism 메쉬 생성 시 생기는

prism side 면들이다. prism에 의해 순차적으로 블레이드의 상판과 하판을 상승시키며 메

쉬를 형성하게 되면, prism 메쉬의 최상단 면은 블레이드의 표면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메쉬를 갖게 되므로 그대로 이어서 외부 영역으로 메쉬를 계속 설계해 나가는데 용이하

다. 하지만 prism 메쉬 생성 시 옆면은 직사각형 형태의 메쉬들이 생성되는데, 최하층에

서는 0.001m 크기의 메쉬가 0.00005m의 높이로 생성되므로, prism side 면은 굉장히 납

작한 형태의 직사각형 메쉬가 생성되게 된다. 이러한 직사각형 형태의 메쉬들로부터 외부

영역으로 메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사각형 형태의 메쉬에 피라미드 형태의 뿔형 메쉬

를 형성하고 그 다음 사면체 형태의 메쉬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으나, 길쭉한 형태의 직사

각형 메쉬에서 피라미드 형태의 메쉬를 생성할 때 메쉬의 품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prism side 면들을 Non-conformal interface로 설정

하여 외부 메쉬로 확장될 때에서 메쉬의 연속성이 유지될 필요가 없도록 설정하였다.



- 135 -

그림 3-117 블레이드 표면 주위의 메쉬 형상

그림 3-118 블레이드 표면의 prism 메쉬 생성에 따른 prism side 면들의

생성

2) 풍력 터빈 모델의 성능 해석

동일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의 기본 입력 조건은

표 3-21와 같다. 기존과 다른 점은 해석의 유입 풍속을 8 m/s로 증가시킨 점이다. 3차

설계의 기본 설계 조건이 기존의 6m/s에서 8m/s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해석

의 경계조건 또한 변경시켰다. 또한 기존의 수렴 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속력-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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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커플링 방법을 Coupled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기존의 PISO, SIMPLE 등의

Segregated 방법에 비하여 계산 시간이나 소요 메모리는 더 많이 요구되지만 수렴성이

좋아지고 보다 정확한 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Coupled P-V coupling의

relaxation 조건으로는 운동량에 대해서는 0.5, 압력에 대해서는 0.75의 값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해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1-119와 같다. 기존의 BEMT이론에 의한 성능

해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 주속비 5

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지만, 최대 출력은 주속비 약 6 정도에서 형성되었으며, 최대의 토

크는 약 주속비 4에서 형성이 되었다. 주속비 4 이하에서는 실제 설계 토크 및 설계 출력

량 보다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더 적은 토크와 출력량을 보였으며, 이로부터 낮은 회전속

도에서는 이론적인 값보다 적은 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모델링 조건 값

Inlet boundary condition

velocity

Turbulence - Turbulent intensity

- Hydraulic diameter

velocity inlet

8m/s

10 %

1.27m
Outlet boundary condition

Gauge pressure

Backflow turbulence -Turbulent intensity

-Hydraulic diameter

pressure outlet

0 pa

10 %

1.27m
Rotation speed of wind turbine 5～85 rad/s
Gradient option Green-Gauss Node Based scheme

Pressure-Velocity Coupling

Coupled scheme

Relaxation for momentum: 0.5

Relaxation for pressure: 0.75
Discretization of pressure PRESTO!

Discretization of Momentum and Turbulent

Viscosity

2nd order Upwind for Momentum and

k

2nd order Upwind for Turbulent

viscosity
Viscous model SST k-ω model

표 3-21 3차 설계 터빈의 시뮬레이션 모델의 경계 조건



- 137 -

그림 3-119 3차 설계 터빈의 성능 해석 결과

3) 익단 형상의 성능 비교

블레이드의 선단 속도는 주속비와 블레이드 회전속도의 곱으로 계산되며, 주속비를 크게

할수록 날개 끝에서의 선단속도는 비례하여 커지게 된다. 선단 속도가 빠르게 되면 바람

을 가르는 소음이 커지게 되고, 때로는 부유물과의 충돌 시 고장이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로터 블레이드 회전

수의 5제곱에 비례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주속을 낮추는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단속도를 50

∼ 100 m/s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그림은 많이 알려져 있는 날개 끝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날개

끝에 베인(vane)을 달기도 하였다. 이러한 날개 끝 형상으로부터 소음 저감 효과를 기대

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공력 성능 또한 일부 향상될 수 있다고 연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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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날개 끝 형상의 예시

가) 익단 형상의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

제시된 날개 끝 형상 중 세 가지 형상을 선택하여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각 날개 끝 형상의 소음 및 성능 비교를 하였다. 선택된 세 가지 형상은 그림 3-121과

같이 1차 설계 시의 날개 끝 형상, standard형, shark형이다. 격자 절약을 위하여 전체 블

레이드 형상 중 날개 끝 10cm 구간만을 모델링에 이용하였다. 날개 형상은 Rhinoceros를

이용하여 형상을 설계하였으며, GAMBIT과 TGrid에서 격자 및 계산 영역을 설계하였다.

전체 계산 영역은 날개 끝 대상을 중심에 두고 2m (W) × 2m (L) × 1m (H) 의 직육면

체로 하였다. 날개 표면의 메쉬는 submap split 형식의 1.5mm 이하 크기의 삼각형 격자

로 형성하였으며, 외부 경계면들은 100mm 크기의 submap split 형식의 삼각형 격자로

형성하였다.

TGrid에서는 날개 표면에서부터 prism (삼각기둥) 형식의 메쉬를 설계해 나갔다. 표면

에서 첫 번째 격자의 높이는 0.1mm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1.3의 기하적 증가율

(geometric growth rate)로 15층의 삼각기둥 격자를 설계하였다. 삼각기둥 격자 설계 이

후 외부 경계면 까지는 사면체 격자로 설계하였다. 총 격자의 수는 3가지 모델에 대하여

각각 897,773개, 902,242개, 859,54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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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p model I (b) Tip model II (c) Tip model III

그림 3-121 시뮬레이션 해석에 사용된 세 가지 날개 끝 형상 - 각각 (a) 1차 설계

시의 날개 끝 형상, (b) standard형, (c) shark형

하지만 위의 방법으로 설계할 시, 익형의 꼬리 부분에서 두 면의 만나는 각이 너무 작기

때문에 메쉬의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계산 영역을 날개의 회

전면을 기준으로 두 영역으로 나누어 메쉬를 설계하였다. Rhinoceros에서 만든 날개 모형

을 IGES파일 형식으로 GAMBIT에서 불러와서 재설계를 하였다. 날개 표면의 격자크기

는 모서리 부근은 약 0.5mm 크기의 작은 격자를 사용하였고, 중앙은 비교적 큰 약 2mm

정도 크기의 격자로 설계하였다. 날개 표면에서 외부 영역으로의 격자는 첫 번째 격자크

기 0.5mm에서 점차 커져서 평균적으로는 10mm 크기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TGrid에서는 가운데의 영역 분할 면으로부터 양쪽 끝 방향으로 prism 형태의 메쉬를

구성하였다. 메쉬 크기는 초기 0.4mm에서 기하적 증가율(geometric growth rate) 1.2로 7

층의 각기둥형(prism) 격자로 구성하여 총 5.166mm를 채웠으며, 나머지 영역은 사면체

(tetrahedral) 격자로 채웠다.

면 메쉬 작성 시, 날개 표면에서 외곽방향으로 메쉬가 너무 커져서, 후에 prism 메쉬를

만들 때 너무 길쭉한 형태의 사각형 메쉬가 만들어졌고, 이는 수치해석상 큰 오류를 유발

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영역 크기, 즉 날개에서 외부로의 거리를 기존 1m에서 0.6m

로 모두 줄이고, 내부에 작은 영역(0.4*0.4*0.2 m3)을 별도로 만들어 내부 메쉬를 좀 더

조밀하게 설계하여 시도하고 내부 영역과 외부영역은 인터페이스 존으로 연결을 시도하

였다. 전체 외부 영역의 격자 모습은 그림 3-122과 같으며, 내부 영역의 각 날개 끝 형상

모델의 격자 설계 모습은 그림 3-123, 3-124, 3-125에 나타나 있다. 내부와 외부를 합한

총 격자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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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model I II III

Total number of

meshes
3,063,679 3,212,287 2,742,791

표 3-22 익단 모델의 총 격자수

그림 3-122 익단 모델의 외부 영역 격자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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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Tip model I의 내부 영역 격자망 설계

그림 3-124 Tip model II의 내부 영역 격자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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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Tip model III의 내부 영역 격자망 설계

각 익단 모델의 성능과 소음 해석을 위하여 FLUENT에서 모델의 입력조건은 표 3-23

와 같이 설정하였다. 유입부의 유속은 외부 풍속 8m/s에 주속비 5에 해당하는 유속으로

설정하였다. 실제로는 외부 풍속만 존재하고 블레이드가 회전하며 상대적인 유속이 생기

지만,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블레이드의 회전을 실제로 구현할 필요 없도록 블레이드가 회

전 시 발생하는 상대적인 유속을 유입부에 설정하였다. 유입부의 풍속 중 블레이드 회전

에 의한 상대 속도는 블레이드의 회전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비례하므로, 주속비

5에 해당하는 40 rad/s의 회전 속도에 실제 블레이드 회전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 0.9m

～ 1.0m를 곱하여 계산된다. 이에 따라 유입부 풍속 중 회전에 의한 상대속도 성분은 익

단 모델의 하부에서 36m/s로부터 날개 끝에서 40m/s, 계산 영역의 상부에서는 76m/s로

높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유출부 조건은 계기 압력 0 pa의

pressure outlet으로 설정하였다. 기울기 추적 (gradient option) 방법은 비정렬 격자계에

적합한 Node-based scheme을 사용하였다. 난류 모델은 회전하는 흐름에 적합한 SST

k-ω model을 사용하였다. 압력과 속도의 커플링 방법은 PISO scheme을 사용하였으며,

메쉬의 품질을 고려하여 neighbor correction과 skewness correction은 모두 3으로 설정

하였다. 압력의 차분 방법은 PRESTO! scheme을 사용하였다. 운동량의 차분에는 2nd

order scheme을 사용하였고, 난류 점성에 대한 차분은 1st order scheme을 각각 사용하

였다. 소음의 해석에는 broadband noise source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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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condition Value

Inlet boundary condition

velocity

Turbulence - Turbulent intensity

- Hydraulic diameter

velocity inlet

(36～76i + 8j) m/s (corresponding to

TSR 5)

10 %

1.27m

Outlet boundary condition

Gauge pressure

Backflow turbulence -Turbulent intensity

-Hydraulic diameter

pressure outlet

0 pa

10 %

1.27m

Gradient option Green-Gauss Node Based scheme

Viscous model SST k-ω model

Pressure-Velocity Coupling

PISO scheme

Neighbor Correction : 3

Skewness Correction : 3

Skewness-Neighbor Coupling :

deactivated

Discretization of pressure PRESTO!

Discretization of Momentum and Turbulent

Viscosity

2nd order Upwind for Momentum

1st order Upwind for Turbulent

viscosity

Acoustic Analogy Broadband Noise Source Models

표 3-23 익단 소음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설계 조건

해석 결과가 수렴되면 경계조건을 periodic 경계조건으로 변경시켜 연산을 계속 진행하

였다. 실제로는 풍속에 비하여 로터 블레이드의 회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블레이드에 불

어오는 바람은 앞선 블레이드가 지나가면서 만든 후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시

뮬레이션 상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블레이드를 동시에 포함시킨 모델을 만들어

야 하나, 계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periodic 경계조건을 사용하면 도메인 상의 유출부에서

형성된 후류를 유입부에 다시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비교적 손쉽게 이러한 효과를 구현

할 수 있다. 4 면의 경계면 중 외부 바람 방향이 아닌 블레이드의 회전 방향으로의 두 면

을 각각 periodic 경계로 설정하여 연산을 추가로 진행하여 해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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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및 익단 형상의 비교 분석

세 가지 날개 끝 형상들은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날개 끝 형상에 따른 출력 성

능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날개 끝 형상에서 나타나는 흐름의 형상을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날개 끝 모델 II와 III에서는 날개 끝에서의 기류가 날개 표면을 타고 미끄러

지듯 형성되지만, 모델 I에서는 이러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날개 최 끝단에서의 흐

름이 전체적인 날개의 공력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 모델 II와 III와 같이

최 끝단에서 기류가 분산되는 현상은 공력에 의한 소음을 저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그림 3-126 날개 끝 모델 주위의 흐름 형상 (Tip mode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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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날개 끝 모델 주위의 흐름 형상 (Tip model II)

그림 3-128 날개 끝 모델 주위의 흐름 형상 (Tip model III)

날개 표면에서의 발생되는 소음의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세 가지 모델 모두 바람을

받는 익형의 앞부분과 날개의 최 끝단에서 비교적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 날개 최 끝단 형상이 얇아지는 모델 II와 III의 경우에는 날개 끝의 바람을 받는 단

면적이 작아지면서, 소음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모델 II에 비해 모델 III은 날

개 끝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기 때문에, 모델 II에 비해 모델 III에서 소음이 더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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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날개 끝 모델 표면의 소음 발생 분포 (Tip model I)

[30 90db]

그림 3-130 날개 끝 모델 표면의 소음 발생 분포 (Tip model II)

[30 9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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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날개 끝 모델 표면의 소음 발생 분포 (Tip model III)

[30 90db]

해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개 끝 모델의 표면에서의 소음 발생은 모델 II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모델 모두 평균

적으로는 약 78 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으며, 날개 최 끝단에서 최대 약 87.6 ～ 88.4

db 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날개가 회전하면서 날개 후면에서 형성

되는 후류에서는 소음의 정도가 모두 약 90.7 ～ 91.5 db 로 약간 증가하여 나타났다. 이

는 날개 후면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기류, 와류 간의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날개 최 끝단이 얇아서 바람을 가르는데 유리한 모델 II와 모델 III이 모델 I에 비하여 후

류에서의 소음이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날개 최 끝단이 가장 얇고 형상이 작아지

는 모델 III의 경우, 후류에서의 공력 소음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날개 최 끝단 모델들이 바람에 의해 생성하는 토크는 모델 III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델 I과 모델 II는 거의 근사하지만 모델 III 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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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Model II Model III

Torque (Nm) 0.081 0.080 0.089

Tip_Lift force (N) 1.540 1.325 1.328

Tip_Drag force (N) 0.084 0.108 0.112

Tip surface

MAX_noise (db) 88.4 87.6 88.1

AVG_noise (db) 78.5 77.7 78.5

flow noise

MAX_noise (db) 90.7 91.3 91.5

표 3-24 날개 끝 모델의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5. 풍력 터빈의 제작

풍력 터빈은 익형의 형상에서 오는 공기 역학적 특성으로부터 양력을 생성하여 날개를

회전시키는 구조이다. 따라서 익형의 형상과 터빈의 구조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가 풍력

터빈의 공력 특성을 잘 구현시키기 위한 중요 쟁점이 된다. 따라서 컴퓨터로 설계된 블레

이드 모델을 그대로 제작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조형 또는 조각 기술을 활용하여 제

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 터빈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러한 컴퓨터 조형

이 가능한 두 곳에 의뢰하여 터빈을 제작하였다. 제작하고자 하는 모델은 2차 설계 블레

이드와 3차 설계 블레이드로 하였다.

가. 1차 블레이드 제작

초기 블레이드의 제작은 2차 설계 블레이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제작은 송도테크노

파크(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송도테크노파크의 시제품제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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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업을 통하여 3차원 입체설계로부터 에폭시 소재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3차원

레이저 조형기를 이용하여 블레이드를 제작하였다. 3차원 레이저 조형기는 액체 상태의

에폭시 수지를 레이저를 사용하여 굳혀가며 조형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복잡한 형태라도

조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 3-132 3차원 레이저 조형기 (송도테크노파크 소재)

하지만 3차원 레이저 조형기로 제작할 수 있는 제품의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작하고자 하는 약 1m 길이의 블레이드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제작한

후 하나로 결합하기로 하였다. 대신 결합 부분은 홈을 제작하여 두 부분이 서로 비틀어지

거나 어긋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재가 에폭시 계열의 플라스틱이기 때

문에 강도가 약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블레이드의 가운데에는 철봉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길이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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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분할된 블레이드의 연결부 형태

제작된 블레이드 두 부분의 모습은 그림 3-134과 같다. 두 부분의 결합되는 부분의 홈

은 그림 3-135에 확대되어 나타나 있다. 또한 가운데에 철봉을 끼워 고정시킬 수 있는

긴 구멍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그림 3-136와 같이 철봉을 고정시켜 블레이드의 안

정성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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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두 부분으로 분할된 블레이드의 제작

그림 3-135 분할된 부분의 결합 부분 확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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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분할된 블레이드를 철봉으로 고정시키는 모습

나. 2차 블레이드 제작

1차로 제작된 에폭시 소재의 블레이드는 강도가 약하여 파손의 위험이 있고 가격이 비

싼 편이기 때문에 2차로 제작된 블레이드는 목재로 제작을 하였다. 컴퓨터 기반의 목재

조각이 가능한 신대림제재소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블레이드를 제작하였다. 1차 제

작 과정에서 사용된 3차원 레이저 조형기는 블레이드의 내부에서 외부로 에폭시 수지를

굳혀가며 블레이드를 제작해 나가기 때문에 익형 끝단의 날카로운 형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2차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목재의 컴퓨터 조각기는 목재 원형의

외형에서부터 내부로 조각해 나가며 목재의 불 균질한 특성 때문에 익형 끝단의 날카로

운 형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파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목재로 제작하는 블레

이드의 형상은 끝단의 날카로운 형상을 일부 수정하여 시도하였다. 대신 조각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섬세한 얇은 면의 조각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블레이드를 분할하지 않고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격이 기존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다. 목재는

아가디스와 에쉬를 주로 사용하였다.



- 153 -

그림 3-137 목재의 3차원 컴퓨터 조각기 (신대림제재소 소재)

그림 3-138 목재 블레이드의 제작 과정 중의 파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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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2차 블레이드의 제작품

다. 3차 블레이드 제작

3차 블레이드 설계 모델을 기존의 목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단 기존 2차 블레이드

설계 모델에 비하여 블레이드의 폭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때문에 기존보다 큰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비용적인 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블레이드의 폭을 줄일 필요가 있었으며, 블

레이드의 형상을 재설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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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 기존의 3차 설계 블레이드(좌)와 폭을 줄인 형태의 3차 설계 블

레이드 (우) 비교

목재의 크기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3차 설계 블레이드의 경우에는 날개 끝 형상이

shark tip 형상으로 되어 있어 매우 얇고 조각이 어려웠으므로, 제작 당시에도 파손 문제

가 심각했다. 따라서 설계 치수보다 약간 두껍게 제작을 하여야 하였으며, 이후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께를 줄이고, 익형의 모서리 부분을 날카롭게 다듬는 추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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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3차 설계 블레이드의 제작 과정 중 파손 사례

그림 3-142 3차 설계 블레이드의 제작 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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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3차 블레이드의 형상

라. 허브 제작

허브는 3매의 풍력 블레이드를 지탱하고 블레이드의 회전력을 발전기로 전달하는 중요

한 부품이다. 따라서 높은 강도가 요구되며 회전에 대한 균형도 잘 맞아야 한다. 회전축

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블레이드의 회전과 기계적인 회전축 사이의 불균형

이 발생하여 이는 풍력 터빈의 진동을 유발하여 성능을 저하시키고, 위험할 경우에는 블

레이드의 파손을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통형의 허브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허브는 강도를 고려하여 알루미늄 합금을 소재로 제작하였다. 회전에 대한 안정성을 고

려하여 원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블레이드의 부착 부위는 그림 3-144과 같이 원통형에

홈을 주어 실험 단계에서 블레이드의 유입각을 쉽게 변경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3-144 제작한 허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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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는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위판과 아래 판으로 구성하여 블레이드를 끼운 후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두 판에는 9개의 구멍을 균일하게 뚫어서 볼트와 너트로 단단히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다.

하지만 금속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을 한 관계로 허브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게 제작이

되었다. 이로부터 발전기의 구동 시 성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경량의 금속을 사용하여 제작을 할 경우 제작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허브에서 일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허브

의 경량화를 시도하였다.

허브의 날개를 고정시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상 필요가 없는 부분이므로, 날개를

고정시키는 부분과 부분 사이의 금속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경량화를 시도하였다. 단 이때

제거하는 세 부분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허브의 회전 시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주

의를 하였다. 경량 화된 허브의 모습은 그림 3-145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45 허브의 일부를 제거하여 무게 감소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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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발전기의 제작

본 연구는 축산 시설의 배기구를 통하여 발생하는 고속의 지속적인 풍기류에 적용함으

로써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축산 농가의 사육비 절감 및 축산 농가 보급형 풍력 시스

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소형 풍력 발전기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발전기의 구

조 및 구성 시스템의 다변화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형 발전기의 구조를

파악하고 효율 향상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조를 개

선하고 성능 시험을 통하여 풍력 발전기를 개발 하고자 하였다.

그림 3-146 발전기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흐름

1. 풍력 발전기의 기본 구조 및 특성

풍력 발전기는 바람은 받는 날개 부분(BLADE)과 발전기 부분(NACELLE), 기둥

(TOWER)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날개는 보통 3개인 타입이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풍환경 및 조건에 따라 날개 수의 변화를 주기도 한다. 허브(Hub)는 각각의 날개와

발전기가 연결되는 부분이며, 피치(PITCH)제어 방식인 경우에는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 구동장치가 들어있다. 발전기 부분은 발전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발전기,

기어박스, 정류기, 인버터 등 발전과 제어에 관련된 기기들이다. 그 다음 바닥과 발전기를

고정하기 위하여 기둥을 설치하게 되는데 날개, 허브 및 발전기 부분의 하중과 바람의 영

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설치가 이루어진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계통에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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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각종 제어장치가 있으며, 풍력발전기 부분에는 기어박스, 발전기 등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들이 장착 되어 있다.

그림 3-147 소형 풍력 발전기의 기본 구조

발전기 부분의 앞쪽에는 로터 블레이드가 장착 되어있다. 로터 블레이드는 바람이 가지

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이 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로터의 허브

는 저속 메인 축에 연결되어 있다. 로터 허브에 연결되어있는 풍력 발전기의 저속 축은

기어박스에 연결되어있다. 저속 축으로 부터 얻은 회전력이 기어박스를 통과하면서 기어

박스의 오른쪽에 연결된 고속 축으로 속도로 가속 되어 진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환기 기류와 같이 풍속이 거의 일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어박스를 통한 변속 과정을 생

략할 수 있어 발전기 구조의 단순화와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 일

정한 풍속에서 형성된 풍력 터빈의 회전에 맞춰 발전기의 최적 성능이 나타나도록 발전

기를 설계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풍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풍력 발전은 발전과정의 모든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있으며 각 부분에서의 효율은 그림 3-148과 같다. 이에 날개가 회전하는 로터부에서 약

60%의 공기역학적 손실이 발생하며, 증속기를 포함한 발전기 부분에서 진동과 마찰로 인

한 기계적 손실과 부하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증속기를 포

함한 발전기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약 10%이며, 구조 개발 및 효율 향상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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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의 효율 향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의

효율을 보면 동력원이 되는 터빈에서 약 20～40%, 기어 박스를 포함한 발전기 부분에서

65～80%의 효율을 보이고 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의 총 효율이 로터 터빈에서의 효율,

기어박스에서의 효율, 발전기에서의 효율이 모두 곱해져서 계산되므로, 일반적인 소형 풍

력 발전기의 효율은 30% 미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어박스를 생략하

고, 일정한 풍환경에 적합하도록 풍력 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30%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

도록 하였다.

총효율    ×× (3-81)

그림 3-148 풍력 발전의 각종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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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풍력발전시스템의 효율

2. 발전기의 설계의 기본 원리

발전기는 회전운동 또는 선형 운동하는 기계요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

는 기기를 말한다. 현재까지의 풍력발전시스템에 주로 적용된 발전기는 이중여자 유도형

발전기 (DFIG, doubly-fed induction generator)와 영구자석 동기형 발전기 (PMSG,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가 있다.

이중여자 유도형 발전기는 고정자와 회전자 2쌍의 3상 권선에 여자전류를 공급할 수 있

는 유도기기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 풍력발전시스템에 이중여자 유도형 발전기가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역률조건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며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분리하여 제어가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동기 발전기를 적용하는 풍력발전

시스템보다 인버터의 용량이 정격의 약 30% 수준이 되어 전력변환부 단가의 절감을 기

대할 수 있으나, 기어박스 등 기계시스템의 추가적 필요에 의해 전체 시스템이 복잡해지

는 단점이 있어 소형 풍력 발전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

영구자석형 동기 발전기는 영구자석 재료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발전기 구조이다. 영

구자석을 갖는 회전자가 속도를 갖고 움직일 때, 상대적 운동을 하는 아래측 권선에는 유

기 전압이 발생하고 부하측의 상태에 따라 전류가 흘러 전력이 생산되는 방식이다. 영구

자석형 동기 발전기는 앞서 설명된 유도형 발전기에 비하여 회전자의 다극 구성이 용이

하여 기어박스 없이 터빈 로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 기어리스 형태의 풍력 발전 시스

템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 고성능의

영구자석이 사용됨에 따라 소형화에 유리해져서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에 활발히 이용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구자석형 동기 발전기가 연구의 목적 및 사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환기 기류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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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구자석형 동기 발전기의 구조

동기 발전기에서는 풍력 터빈의 회전에 의해 회전자가 회전하고, 회전자 권선에 직류가

유도되면서 회전자의 자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 회전 자계는 발전기의 고정자 권선에 3상

전압을 유도하게 된다. 동기 발전기의 회전자는 영구 자석으로 구성되어 표면에 극성을

띠게 된다. 회전자는 회전하기 때문에 유도된 전기가 권선을 통해 공급되기 위해서는 특

별한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슬립링과 브러쉬를 이용하게 된다.

슬립링은 축과는 완전히 결연되어 기기의 축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금속링이며, 회전자

권선의 한쪽 끝은 동기기 축 상의 두 슬립링에 각각 연결된다. 브러쉬는 탄소복합체로 전

도성이 높고 마찰저항이 작아 슬립링 위에서 미끄러지도록 설치되어 있다. 슬립링과 브러

쉬는 마모에 따라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다른 경

제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형 발전기에서는 보통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그림 3-150 동기 발전기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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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3상 발전기 전압(회로도)

나. 동기 발전기의 회전 속도

3상 동기발전기는 주파수가 f [Hz]인 교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극수가 P 인 동기 발전

기를 회전 속도 Ns[rpm]로 회전시키면 f, P, Ns 사이에서 아래와 같이 관계식이 성립된

다. 교류 발전기의 회전 속도 Ns를 동기 속도라 하며, 동기 속도에 따라 생산된 발전량이

변화하게 된다.

 


 (3-82)

다. 동기 발전기의 내부 발생 전압

고정자의 상의 유기전압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83)

 : 고정자 내 코일의 권선 수

 : 자속

전압은 자속, 주파수, 회전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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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는 동기 발전기의 하나의 상에서 발생된 내부 발생 전압이다. 그러나 이 전압

는 발전기의 단자 전압과는 다르다. 실제로 와 출력 전압  사이의 차이를 발생시

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많다.

- 전기자 코일의 저항

- 전기자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 고정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

- 돌극형 회전자의 효과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기자의 반작용으로서, 이는 동기 발전기에 부하가

걸려 고정자 권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의한 고정자의 자계가 회전자의 자계와 서로

뒤틀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고정자 권선에 나타나는 두 전압에서 전체전압

은 내부 발생전압 와 전기자의 반작용에 의한 전압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 동기 발전기의 출력과 토크

동기 발전기는 기계적인 회전을 회전자와 고정자의 권선을 거쳐 3상 전력으로 바꾼다.

이러한 동기 발전기는 동력원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출력에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속도

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출력이 변화할 경우 전력 장치의 주파수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발전된 전기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기계적 동력에서 전기적으로 변환된 전력()은 풍력 터빈에 의해 입력된 동력과 같

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3-84)

 : 풍력 터빈에 의한 동력

 : 와  사이의 각

동기 발전기의 실제 전기적 출력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cos



- 166 -

또한 위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cos

무효전력 ()은 다음과 같이 선전압과 선전류로 표시된다.

 sin

동기 발전기에 의한 출력은 와 의 각도 차인 에 의존하게 되며, 이때 는 토크각

이다. 최대 출력은 발전기가  일 때이고, 이때 sin 이므로

max 



가 된다. 이 식에서 최대 출력은 실제로는 발생할 수 없으며, 실제 발전기에서는 15°에서

20°의 전부하 토오크각이 일반적이다.

3. 영구자석형 동기 발전기의 제작

가. 설계 목표

본 연구의 풍력 발전기는 쉬지 않고 회전하며,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수명이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소형 풍력발전기의 발전기는 제작이 용이하고 수명이 긴 교류발전기가 적합

하다. 직류발전기의 경우는 정류자와 브러시가 필수적이고 구조가 복잡한 편이다. 정류자

와 브러시는 수명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류자와 브러시에 의해 초기 토크가 커지

는 등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한편, 교

류 발전기는 단상교류일 경우 구조적으로 간단하지만 그 출력을 정류한 경우의 리플이

매우 큰 편이다. 이는 순간 토크의 변동이 커지고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적으로 3상 교류발전기가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한 발전기는 영구자석형 동기식 발전기로서 풍력 터빈의 회전 에

너지를 3상 교류 전기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일정한 환기 기류에서 동작하도록 기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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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외하고 고효율에 역점을 두어 개발하고자 하였다. 발전기의 출력은 주 동력원인

환기팬의 성능인 1 kW의 약 30%에 해당하는 300 W급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어

박스가 없는 구조적 특징에 의해 풍력 터빈의 설계 회전수인 500～600 rpm에 맞춰

300W급 출력이 발생하도록 3상 교류발전기를 제작하였다.

나. 전기 설계 및 제작

발전기의 권선코일, 로터, 스테이터, 자석 등의 설계값은 다음 표와 같다.

전체 크기는 외경 168mm, 두께 98mm 로 제작하였고, 스테이터는 8극의 36 슬롯으로

제작하였다. 자석은 ND-42H 급의 자석을 사용하였다. 로터와 스테이터의 간극은 0.6mm

로 유지하였다.

또한 제작된 로터와 스테이터는 아래 사진과 같다.

그림 3-152 발전기의 로터(좌)와 스테이터(우)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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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SPEC 설계값

Housing　
외경 168 mm

두께 98mm

Stator

외경 135mm

내경 86.2mm

두께 0.5mm

적층두께 35.5mm

Slot수 36Slot

극수 8극

SKEW 20º

Rotor

외경 85mm

두께 0.5mm

적층두께 35.5mm

Pole수 8P

Magnet

Grade ND-42H

Magnet 길이 35.5mm

Magnet 폭 25.4mm

Magnet 두께 3mm

Magnet 곡면 넓비 856㎟

Magnet 밑면 넓비 917㎟

Magnet 무게 20.6g

Rotor축에 대한 자석 각 45º

Pole수 8P

최대에너지적(BH Max) 42MGOe

잔류자속밀도(Br) 13,300(G)

보자력(bHc) 11.5KOe

보자력(Hcj) 17KOe

사용온도 120℃

Winding Coil

Coil 종류 PEW-1

Coil 경 ￠1.0

상수 3

Coil당 턴수 36

Coil전류밀도 5.5A/㎣

Slot면적 109㎣

1상당권수 432

Airgap Stator 와 Rotor 갭 0.6mm

표 3-25 발전기의 설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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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구부 설계 및 제작

발전기의 외형 케이스 및 앞뒤 커버, 브러시 등의 제작은 다음의 도면들과 같이 설계하

여 제작하였다.

그림 3-153 발전기의 외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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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4 발전기 외형의 축방향 앞 커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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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 발전기 외형의 뒷 커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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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 베어링 브러시 설계

브러시는 탄소강판 S45C를 열처리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브러시 외의 발전기 외형 케이

스, 앞 뒤 커버 등은 목형을 제작하여 주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목형은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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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 발전기 외형의 목형 제작

그림 3-158 발전기 외형의 축방향 앞 커버 목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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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발전기 외형의 뒷 커버 목형 제작

발전기의 외형은 작성된 설계도에 따라 목형을 제작하고 모래 주물로 제작하였다. 제작

된 발전기 외형 케이스들은 다음 사진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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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0 주물로 제작한 발전기의 외형 케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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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전기 조립

제작된 발전기 외형은 앞 커버, 케이스, 뒷 커버 순으로 조립되며, 앞 커버와 케이스에는

베어링을 부착시켜 발전기 로터가 고정되도록 하였다. 발전기의 스테이터는 발전기 케이

스 내에 압밀하여 간극이 없도록 밀착하여 끼워넣었으며, 스테이터가 케이스 내에서 분리

되어 회전되지 않도록 조립 후에는 그림과 같이 고정 나사로 고정시켰다.

그림 3-161 발전기 외형의 조립

그림 3-162 발전기의 조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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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발전기 제작 시의 주요 검토 사항

영구자석 동기식 발전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전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중점을 두어 발전기를 제작하였다.

Ÿ 2상 교류 자석 발전기는 로터에 규소강판 외주면으로 ND-42H자석이 8극으로 부착

되어 있어 회전 시 전기적인 코깅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 된다. 이

에 영구자석의 끝단 형상이 중요하다. 로터의 회전 시 스테이터의 극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구자석의 각 모서리의 라운드(round) 처리로 N극과 S극 교번

시 최소의 코깅으로 회전하도록 하였다.

Ÿ 스테이터의 코일이 감겨지는 돌기(pole) 형상과 돌기에 코일이 최대로 감길 수 있

도록 점적률을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점적률은 전체 부피 중 코

일이 차지하는 부피의 비로서, 스테이터의 폴 형상에 코일이 감길 때 돌기는 각이

진 형상인 반면 코일은 둥글게 곡선으로 감겨지기 때문에 돌기와 코일 사이에 공

간이 형성되는데 이 공간이 클수록 점적률이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코일의 회전

수와 코일 직경 등을 적절히 설계하여 최대의 점적률로 권선하도록 하였다.

Ÿ 실제로 전기를 일으키는 스테이터의 코일 설계에 있어서 각 상의 불균형

(unbalance)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일의 전류밀도 및 코일의 회전 수, 코일의 선경

등이 최적의 조건으로 설계가 이루어져 발전 시 코깅 부하를 최소화시켜 발전 효

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Ÿ 제작 시는 풍력 로터와의 연결축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회전 시 발생

가능한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고 내구성 및 에너지 전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

였다.

Ÿ 또한 풍력 발전기는 옥외에 설치하므로 주변 환경에 의해 발전기 내부가 손상되거

나 내구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발전기 내부가 완벽히 밀봉되도록 노력하였다.

4. 발전기의 성능 평가

가. 발전기의 성능 시험 평가 방법

제작된 풍력 발전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축에 모터를 연결하고 회전수

별 출력 전압과 전류 및 전력량을 측정하였다. 발전기와 모터의 축 사이에는 축 커플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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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여 두 축 간의 축 불일치를 보정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발전기

와 모터는 그림 3-163와 같이 연결하였으며, 발전기의 출력부에 저항을 연결하여 부하를

조절하였다. 먼저 무부하 상태에서의 발전기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을 측정하고, 이후부터

는 저항을 걸면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전력량을 계산하였다. 저항은 3Ω, 6Ω, 8.8Ω,

14.6Ω으로 변화시켰으며, 교류부하측정기(다우나노텍, AC Load Tester, DACL-3KVA)로

저항을 주면서 측정하였다.

그림 3-163 발전기와 모터 연결 모습

나. 발전기의 성능 시험 평가 결과

발전기의 성능 평가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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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Output voltage (V)

100 6

150 9

200 11

250 15

300 18

350 21

400 24

450 27

500 30

550 33

600 36

650 39

표 3-26 무부하 상태에서의 발전기의 성능 측정

RPM Output voltage (V) Output current (A) Output power (W)

100 4 3 12

150 5 4.5 22.5

200 7 6.1 42.7

250 9 7.7 69.3

300 10 9.2 92

350 12 10.7 128.4

400 14 12.1 169.4

450 16 13.5 216

500 17 14.8 251.6

535 19 15.8 300.2

표 3-27 3Ω 저항에서의 발전기의 성능 측정

RPM Output voltage (V) Output current (A) Output power (W)

250 11 4.6 50.6

300 13 5.6 72.8

400 18 7.4 133.2

500 22 9.2 202.4

표 3-28 6Ω 저항에서의 발전기의 성능 측정



- 180 -

RPM Output voltage (V) Output current (A) Output power (W)

250 12 3.5 42

300 14 4.2 58.8

365 18 5.1 91.8

400 19 5.6 106.4

500 24 7.0 168

600 29 8.3 240.7

표 3-29 8.8Ω 저항에서의 발전기의 성능 측정

RPM Output voltage (V) Output current (A) Output power (W)

250 13 2.3 29.9

300 15 2.7 40.5

345 18 3.2 57.6

400 21 3.7 77.7

500 26 4.6 119.6

600 31 5.5 170.5

표 3-30 14.6Ω 저항에서의 발전기의 성능 측정

저항에 따른 발전기의 출력 성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64 발전기 성능평가 - 저항에 따른 출력 전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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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발전기 성능평가 - 저항에 따른 출력 전력 분포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므로, 저항이 감소할수록 출력 전압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무부하 상태에서는 500rpm에서 약 30V까지 출력 전압이 상승하였으나 저항이 14.6

Ω, 8.8Ω, 6Ω, 3Ω으로 감소하면서 출력 전압 또한 26V, 24V, 22V, 17V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반하여 출력 전력은 저항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물론

매우 작은 저항에서는 출력 전력이 다시 감소하겠지만, 3Ω까지 저항을 감소시켰을 때에

는 지속적으로 출력 전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현재 결과로부터 3Ω의 저항

이 되도록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면 최대의 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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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풍력 발전 시스템의 초기 모델의 현장 평가

1. 풍력 발전 시스템의 구성

풍력 발전 시스템의 초기 모델은 풍력 터빈과 발전기를 결합하여 실제 대상 기류인 환

기 팬의 기류에 의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조합 대상으로는 풍력 터빈

의 경우에는 2차 설계 블레이드 모델과 3차 설계 블레이드 모델을 사용하였다.

초기 실험 시에는 간단히 풍력 발전기를 기둥에 연결하여 일정 위치와 높이에 세워두었

지만, 추후 제작을 고려하여 그림과 같이 타워부를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현재의 풍력 발

전 시스템을 축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축산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축

산용 대형 배기팬과 결합된 형태로 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형태의 풍력

발전 시스템을 구상하여 제작하였다. 제작한 시스템은 축사에 설치된 배기팬과 연결되어

풍력 터빈의 회전 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풍력 터빈을 지지하는 하단의 공간을 활용

하여 발전된 전기의 변전, 저장 등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 부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였다.

제작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타워부를 일부 수정 제작 후 풍력 발전기와 결합하여 설치한

모습은 그림 3-1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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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현장 적용을 위한 풍력 발전 시스템의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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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7 풍력 발전 시스템의 초기 모델 설치

풍력 발전 시스템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에 사용된 풍력 터빈은 2차 설계된 블레이드

형상으로 제작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재질과 무게 및 회전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4 가지

모델이 사용되었다. 블레이드 A, B, C는 목재를 CNC 정밀 조각하여 제작되었으며, 블레

이드 D는 레이저 조형에 의해 에폭시 수지로 제작되었다. 목재의 경우 비교적 저렵하게

제작할 수 있지만 목재의 품질에 따라 세 매의 블레이드 무게가 각기 달라지며, 모양 또

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에폭시로 제작된 D형 블레이드는 세 매

의 크기, 모양, 무게가 거의 정확히 일치하여 회전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다루는 과정에서 깨질 염려가 있는 단점이 있다. 재료의 무게는 Agathis < Ash <

Epoxy 순이다. 목재를 이용한 제작의 경우, 목재의 비중에 따라 A형과 C형은 비교적 가

벼운 목재로 제작하였고, B형은 비교적 무거운 목재로 제작하였다. 환기팬의 회전 방향에

대한 풍력 터빈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는 A, B, D형은 환기팬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

록 설계하였고, C형은 반대의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계하였다.

네 세트의 블레이드를 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목재로 제작된 블레이드의 경

우에는 시제품의 치수가 에폭시 수지로 가공한 블레이드에 비하여 정교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그림 3-168과 같이 별도의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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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Material

Air-dried

spec.

gravity

Weight of

three

blades (g)

Rotation

direction
Pictures

A
Wood

Agathis
0.4-0.6

413.48

396.32

352.44

same

with

ventilation

fan

B

Wood

Ash

(Fraxinus

americana

L.)

0.7

579.01

528.08

422.26

same

with

ventilation

fan

C
Wood

Agathis
0.4-0.6

416.26

460.90

423.06

opposite

with

ventilation

fan

D Epoxy 1.2

1056.8

1055.8

1053.2

same

with

ventilation

fan

표 3-31 풍력발전 시스템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에 사용된 네 가지 블레이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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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8 목재 블레이드의 허브 조립을 위한 연마 과정

2. 풍력 발전 시스템의 성능 평가

가. 풍력 터빈의 회전 성능 측정

구성된 풍력 터빈을 무부하 상태의 발전기에 연결하여 풍력 터빈의 회전 성능을 측정하

였다. 환기팬으로부터 1m, 2m, 3m, 4m, 5m 에 각각 풍력 터빈을 위치시키면서 풍력 터

빈의 회전수를 측정하였다. A형, B형, D형의 세 가지 블레이드가 실험에 사용되었으며,

각 블레이드의 특성은 표 3-31와 같다.

거리에 따라 풍력 터빈의 회전력을 측정하는 실험 모습은 그림 3-169와 같다. 배기팬의

회전축의 동일 선상에 풍력 터빈을 위치시키고 풍력 터빈과 배기팬과의 거리만 1m에서

5m 까지 변경시키며 측정을 하였다. 풍력 터빈의 회전수 측정은 디지털 타코미터

(DT-2230, Lutron, Taiwan)을 사용하여 비접촉식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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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9 거리별 풍력 터빈의 성능 측정 실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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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리별 풍속 분포를 보면 표 3-32와 같다. 환기팬으로부터 0.5m 부근에서는 약

9m/s의 바람이 형성되며, 1m 거리에서는 약 8m/s의 높은 풍속이 형성된다. 5m 거리에서

는 풍속이 약 5m/s로 크게 감소하였다.

Distance
Center Lateral 1.5m

Min. Max. Min. Max.

0.5m 1.2 9 0 0.9

1m 2 8 0.5 0.9

2m 4 7 1.5 4.2

3m 5 7 1.6 5.2

5m 4 5 2 4.5

7m 3 2 2 4

10m 0 2 1.5 2.5

표 3-32 배기팬 후류의 거리별 풍속 분포 측정

이러한 풍속 분포 하에 측정된 풍력 터빈의 회전 성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Distance

Blade
1m 2m 3m

A type (Agathis) 588 520 430

B type (Ash) 541 465 341

D type (Epoxy) 720-800 not measured not measured

표 3-33 거리별 풍력 터빈의 회전 성능 측정 (단위: RPM)

세 종류의 풍력 터빈 모두 동일한 형상을 가진 블레이드였지만 성능에서는 차이가 나타

났다. 이론적으로 블레이드의 무게는 블레이드가 받는 양력에 관련이 없지만, 회전 과정

에서는 발전기에서의 저항 등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풍력 터빈의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아가디스

로 만든 블레이드가 에쉬로 만든 블레이드보다 약 10%에서 20% 정도 더 좋은 회전 성

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에폭시 소재의 블레이드는 가장 좋은 회전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게와는 다른 요인으로, 세 매의 블레이드가 거의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회전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나고, 블레이드의 형태 또한 실제 컴퓨터로 설

계한 형태를 가장 완벽히 재현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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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험 과정에서 에폭시 소재의 블레이드는 빠른 회전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분할

된 두 부분이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후 실험에서는 제외되었

다.

그림 3-170 에폭시 소재 블레이드의 고속 회전에 의한 분리 모습

3차 설계 블레이드는 제작 시기 때문에 다른 블레이드들과는 별개로 실험에 사용되었다.

3차 설계 블레이드는 그림과 같이 다른 블레이드들보다 훨씬 큰 크기 때문에 무게도 더

무거운 편이다. 이에 따라 풍력 터빈의 회전 시에도 큰 회전 관성 덕분에 비교적 회전 속

도가 고르게 유지되었으며, 돌풍 등에 의한 영향도 거의 없는 편이었다. 단 설계 당시 2

차 설계에 비하여 저속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전체적으로 2차 설계 블레이

드들에 비하여 약 80～90 % 정도의 회전 속도를 보였다.

나. 풍력 발전기의 성능 평가

1) 2차 설계 블레이드 조합에 의한 풍력 발전기 성능

풍력 터빈 회전 실험 시 안전성에서 문제가 된 D형 블레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블레

이드를 이용하여 풍력 발전기를 구성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블레이드는 B형에 비하여

무게가 조금 더 가벼운 Agathis 재질의 블레이드를 사용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 상에서

환기팬과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블레이드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으므로, C형 블

레이드를 사용하여 풍력 발전기를 구성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발전기에서 나오는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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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저항을 연결하여 발전을 시키고, 발전 시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발전 전력을 측

정하였다. 실험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나 풍력 터빈을 환기팬으로부터 1m 거리와 0.5m 거

리의 두 가지 거리를 시도하여 실험을 하였다.

Input

resistance (Ω)

Output voltage

(V)

Output current

(A)

Output power

of 2 phase

(W)

Total output

power (W)

1.688 11.5 6.5 74.75 129.5
2.531 15.7 6.1 95.77 165.9
2.953 19 5.5 104.5 181.0
3.375 20 5.5 110 190.5
5.063 23 4.8 110.4 191.2
6.750 26.5 4.1 108.65 188.2

8.438 29 3.48 100.92 174.8
10.125 31.3 3.05 95.465 165.3
11.813 32.6 2.75 89.65 155.3

표 3-34 2차 설계 블레이드 C형의 조합에 의한 성능 평가 결과 (환기팬과 풍력터빈의

거리: 1m)

Input

resistance (Ω)

Output voltage

(V)

Output current

(A)

Output power

of 2 phase

(W)

Total output

power (W)

1.688 14.2 8.1 115.02 199.2
2.531 18.5 7.3 135.05 233.9
2.953 19.9 7 139.3 241.3
3.375 22.2 6.75 149.85 259.5
5.063 27.2 5.6 152.32 263.8
6.750 31.2 4.8 149.76 259.4

8.438 33.8 4.1 138.58 240.0
10.125 36.1 3.6 129.96 225.1
11.813 37.7 3.2 120.64 208.9

표 3-35 2차 설계 블레이드 C형의 조합에 의한 성능 평가 결과 (환기팬과 풍력터빈의

거리: 0.5m)

교류 부하 시험기를 사용하여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모할 경우 발전기 측에서는

터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며, 전기 소모량을 늘릴수록 즉 부하 량을 늘릴

수록 부하는 커져서 풍력 터빈의 회전은 결국 멈추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풍력 터

빈의 회전이 원활히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부하 량을 변경해 가며 풍력 발전기의 성능을

시험하여 적절한 부하의 범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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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은 터빈의 회전수에 비례하게 되는데, 발전량 즉 전기 소모량을 늘릴수록 터빈의 회

전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전압이 낮아지고 발전량 또한 감소하였다. 결국 약 20～30

V 정도의 전압과 회전수에서 최대 발전량이 나타났다. 설계된 날개들은 주속비 6으로 설

계되어 있어 고속 회전에 적합한데, 발전을 하게 될 경우 부하에 의하여 회전 속도가 주

속비 6 정도까지 증가되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낮은 회전 속도에서도 충분히 높은 토크가

발생하도록 날개의 설계 변경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이러한

부하를 줄이는 것이 발전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며, 따라서 코깅을 영향을 줄이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실험 결과 두 거리 모두 저항이 약 5Ω 일 때에 최대의 출력이 나타났으며 약 3Ω에서 6

Ω 사이에서는 거의 유사한 출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발전기의 성능 평가 시 나타난 3Ω 

보다는 약간 높은 값이긴 하나 거의 근소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출력은 배기팬과 풍력 터빈의 거리가 0.5m일 때가 1m 일 때에 비하여 약 40%

정도 더 높은 출력량을 보이고 있다. 최대 출력은 거리가 0.5m 일 때 약 5Ω의 저항에서

264W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상의 목표로 하고 있는 300W에 88%에 해당

하는 값으로 부수적인 발전기와 풍력터빈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300W에 도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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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1 풍력 터빈의 거리별 입력 저항에 따른 출력 전력의 비교

2) 3차 설계 블레이드 조합에 의한 풍력 발전기 성능

저속의 큰 토크에 초점을 둔 3차 설계 블레이드와 발전기를 조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3차 설계 블레이드는 원래 저속 회전의 고토크용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안정적인 회전

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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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2 3차 설계 블레이드와 발전기를 조

합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 모습

Input

resistance (Ω)

Output voltage

(V)

Output current

(A)

Output power

of 2 phase

(W)

Total output

power (W)

1.688 11.7 6.68 78.156 135.4
3.375 17.25 5.28 91.08 157.8
5.063 20.5 4.20 86.1 149.1
6.750 22.9 3.56 81.524 141.2

표 3-36 3차 설계 블레이드와 발전기의 조합에 의한 성능 평가 결과 (환기팬과 풍력터

빈의 거리: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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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resistance (Ω)

Output voltage

(V)

Output current

(A)

Output power

of 2 phase

(W)

Total output

power (W)

1.688 12.8 7.4 94.72 164.1
3.375 18.75 5.7 106.875 185.1
5.063 22.3 4.69 104.587 181.1
6.750 25 3.96 98.25 170.2

8.438 27 3.28 88.56 153.4
10.125 28.5 2.9 82.65 143.1
11.813 29.8 2.55 75.99 131.6

표 3-37 3차 설계 블레이드와 발전기의 조합에 의한 성능 평가 결과 (환기팬과 풍력터

빈의 거리: 0.5m)

그림 3-173 풍력 터빈의 거리별 입력 저항에 따른 출력 전력의 비교

실험 결과 두 거리 모두 저항이 약 3Ω일 때에 최대의 출력이 나타났으며, 앞선 2차 설

계 블레이드와는 달리 넓은 저항 범위에서 출력이 고르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전체

적인 출력은 배기팬과 풍력 터빈의 거리가 0.5m일 때가 1m 일 때에 비하여 약 20% 정

도 더 높은 출력량을 보이고 있다. 2차 설계 블레이드와 비교하였을 때, 거리가 멀어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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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풍력 발전량의 손실이 더 적은 셈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거리가 가까울 때 충분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는 블레이드의 설계 단계에서 이미 3차

설계 블레이드가 빠른 회전 보다는 느린 회전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다. 최대 출력은

거리가 0.5m 일 때 약 3Ω의 저항에서 185W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결과로서 서로 상반된 형태의 발전기와 풍력 터빈을 조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2차 설계 블레이드 C형과 발전기의 조합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목표 수준으로 발전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전기와 풍력 터빈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풍력 발전 시스템 초기 모델의 보완 및 개선사항

본 연구에서 초기 모델로 제작한 풍력 발전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해 본 과정 및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현장 실험 및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하여 환기팬 후류의 특성을 분석하고, 풍력 발

전을 위한 적절한 위치와 풍력 터빈의 크기 등을 선정하였음

Ÿ NACA63(2)-615 익형을 사용하여 BEMT 이론에 따라 설계된 반경 1m의 고속용

풍력 터빈을 설계하였음

Ÿ 시뮬레이션과 BEMT 이론에 따라 블레이드의 공력을 해석하고 풍력 터빈의 성능

을 해석하였음

Ÿ 목재 및 에폭시 수지로 블레이드를 제작하고, 3 매 블레이드 결합을 위해 허브를

제작하였음. 풍력 터빈의 경량화를 위하여 허브 형태를 변경하고 회전축의 비틀림

을 막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허브와 축은 정밀 가공하여 제작하였음

Ÿ 영구자석을 사용한 동기형 발전기를 제작하여 성능을 평가하였음

Ÿ 풍력 발전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제작하여 현장의 실제 환기팬 기류에 설치한 결

과, 약 0.5m 거리에서 약 264W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이는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300W의 약 88%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부수적

인 발전기와 풍력 터빈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300W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됨

풍력 발전 시스템의 초기 모델은 본 연구의 초기 목표의 약 88% 정도에 도달하였으며,

발전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충분히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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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풍력 발전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 및 개선

사항을 고려하였다.

Ÿ 바람 에너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환기팬에 의해 생성된 기류에 더욱 적합한

블레이드를 설계하기 위한 설계법을 보완하고, 개선된 풍력 터빈을 제작함. 환기팬

후류는 매우 복잡하지만 규칙적인 패턴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풍력 터빈의 설계

법이 아닌 패턴 구간 별 최적화된 설계를 통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Ÿ 발전 시 코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발전기의 형식을 변경하여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하지만 새로운 형식을 발전기를 제작하는 데는 상당히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

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Ÿ 발전기에서 생산된 3상 전기를 현장에서 이용가능한 양질의 전기로 변환하는 과정

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고찰과 추가적인 장비 제작이 필요함

Ÿ 현재 설계된 타워부는 원활한 실험을 위하여 필요이상의 크기와 강도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풍력 발전 시스템의 초기 시설비 및 제작비와 조형미를 고려한 타워부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임

Ÿ 개발된 풍력 발전 시스템의 현장 적용 및 활용에 대한 현실적인 고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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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풍력 발전 시스템의 보완 및 현장 평가

풍력 발전 시스템의 출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풍력 터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는 발전기의 발전 성능을 향

상시키는 방법이다.

1. 블레이드의 성능 개선 및 평가

블레이드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실제 환기팬에 의해 생성되는 후류의 분포에 적합하도

록 블레이드의 형상을 보완하였다. 환기팬에 의해 생성되는 후류는 자연풍과 달리 환기팬

의 중심축으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풍속 구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풍력 터빈 날개의 구간

에 따라 양력을 받는 구간과 부하로 작용하는 구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

한 차이에 따라 양력을 받는 구간은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 또한 부하로 작용하는

구간은 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블레이드의 보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환기팬 후류의 풍속 분포

에 따라 양력이 최대화되도록 날개의 각 구간 설계안을 보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부하

를 최소화하도록 날개의 길이, 즉 풍력 터빈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가.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구간별 재설계

풍력터빈의 블레이드 설계는 익요소 운동량 이론 (BEMT)에 의해 이루어진다. XFOIL

에 의해 계산된 익형의 양력 및 항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블레이드에 접근하는 바람의 입

사각에 대한 양력과 항력 분포 및 운동량을 계산하게 되며, 이로부터 블레이드의 성능을

계산하게 된다. 전언하다시피, 블레이드의 익형에 유입되는 바람의 각도는 블레이드의 회

전 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형성되는 기류와 외부 바람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 바람에 비

하여 블레이드의 회전에 따라 형성되는 익형 주위의 상대적인 기류는 회전 속도가 일정

하더라도 터빈의 중심측에서부터 블레이드의 끝부분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블레

이드의 끝으로 갈수록 외부의 풍속 보다 더 큰 유속이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블레이드의

위치에 따라 외부 바람과 블레이드 회전에 따른 상대 기류의 합력이 달라지게 되며 각

단면의 익형에서 바람의 유입각과 유속또한 달라진다. 이에 따라 블레이드 각 단면에서의

익형 현 길이와 설정각을 각각 설계해 주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블레이드 설계는 대부분 자연 상태의 바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블레

이드의 전 면에 유입되는 바람의 특성을 균일하게 가정하고 블레이드를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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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환기팬에서 발생되는 기류이므로 터빈 중심 부근에서는 풍속이

0m/s에 가까우며 블레이드 끝부분에서는 풍속이 10m/s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다. 따라

서 단순히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균일한 바람 분포를 가정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 풍력

터빈의 효율성이 크게 감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3-174 자연풍(좌)과 환기팬 후류(우)의 바람 분포 비

교

환기팬 후류의 풍속 분포를 최대한 활용하는 블레이드를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기

팬 후류의 풍속 분포를 정밀하게 측정하였고, 블레이드의 각 단면마다 각각 서로 다른 풍

속 분포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블레이드의 설계 방법을 수정하였다.

1) 환기팬 후류의 풍속 분포 분석

가) 환기팬 후류의 풍속 분포 측정 실험 방법

팬 후류의 풍속 분포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다채널 풍속계 (Kanomax, Japan)를

사용하여 풍속을 측정하였다.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환기팬으로부터 0.5m 거리에 풍

력 터빈이 설치된다고 가정하고, 풍력 터빈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면적에서의 풍

속 분포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풍속의 분포는 환기팬의 중심축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풍

속의 구배가 형성되기 때문에 풍속의 측정은 환기팬의 중심축 상으로부터 반경 방향의

거리별로 0,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cm 거리에 열선 풍속계를

부착한 지지대를 두고, 이 지지대를 360도 회전시키면서 예상 풍력 터빈의 전 면적에 대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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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5 팬 후류의 풍속 분포 측정 현장실험

측정은 지지대를 22.5도 간격으로 360도를 16등분하여 이동시키며 수행하였으며, 각 이

동 당 0.1초의 풍속 샘플링 간격으로 30초씩 연속 측정하였다.

나) 환기팬 후류의 풍속 분포 측정 결과

풍속 측정 결과를 정리하여, 중심부에서 반경방향으로 거리별로 평균풍속, 최대 및 최소

풍속값을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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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6 팬 후류의 풍속 분포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각 위치에서 풍속의 변화가 다소 심하게 나타났으나, 평균값은 약 3m/s에서

8m/s 정도로 나타났다. 중심부에서 약 30cm에서 70cm 떨어진 위치에서는 최대 풍속이

약 10m/s 정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 환기팬 후류의 풍속 분포 분석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가상 배기팬 프로파일을 이용한 팬 후류의 모델링

결과와 본 현장실험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팬 후류 모델링 결과에서도 같은 방법으

로 가상의 배기팬으로부터 약 0.5m 떨어진 거리에서 풍속의 분포를 샘플링하여 중심부로

부터 거리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풍속의 분포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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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7 CFD 후류 모델링에서 팬 후류의 풍속 분포

각 위치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분포 폭이 전반적으로 현장 실험의 결과보다는 좁게

형성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시뮬레이션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의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고 이상적인 환경 조건하에서 팬 기류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일부 위치에서 풍속이 0m/s에 가깝게 낮아지는 경향 또한 보

이고 있다.

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평균 풍속의 분포를 앞선 현장 실험의 측정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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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8 팬 후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평균 풍속 분포 비교

시뮬레이션과 현장 측정 결과 모두 중심으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유사한 풍속 분포 경향

을 보이고 있으나, 중심부 근처에서는 현장 측정 결과가 좀 더 높은 풍속을 보였다. 두

결과 모두 최대 풍속은 약 8~9 m/s 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최대 풍속이 나타나는 위치

가 현장 실험에서는 약 40~55cm 위치로 넓은 영역에서 높은 풍속이 나타났고, 시뮬레이

션에서는 50~60cm 정도로 조금 좁지만 약간 더 높은 풍속이 유지됨과 동시에 현장 실험

보다는 약 10cm 더 먼 쪽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에서의 팬

후류 예측 결과는 현장 측정 결과에 비하여 기류의 변동이 적고 풍속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보다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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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기팬 후류의 풍속 분포를 반영한 블레이드 설계의 보완

가) 블레이드 설계 방법의 보완

기존에 작성한 프로그램은 자연풍에서의 블레이드 설계이므로, 블레이드의 길이별 모든

구간에 동일한 풍속이 유입된다는 가정 하에 BEMT를 사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기존의

계산에서는 무차원 주속비(TSR)를 주요 설계 요소로 하여 각 블레이드 구간별 익형에의

유입각이 결정된다. 이때 유입각은 외부 풍속과 블레이드의 회전속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실상 블레이드의 회전속도가 설계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하지만 블레이드의 구간별로

유입되는 외부 풍속이 다른 현재의 설계에서는 각 구간에서 익형에 유입되는 바람의 각

도가 블레이드의 회전속도 뿐만 아니라 외부 풍속에 따라서도 변화하게 되므로, 구간별

유입각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또한 블레이드의 주요 설계 요소인 주속비는 외부 풍속과

블레이드 익단 속도의 비율이므로, 각 구간별 국소 주속비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각 구간별로 차별화된 주속비가 적용되어 독립적으로 설계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

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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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9 블레이드 설계 프로그램의 보완 : (좌) 기존 설계, (우) 보완된 설계

나) 블레이드 길이 변화에 따른 설계 비교

목표로 하는 블레이드의 길이에 따른 설계 결과를 비교한 결과, 블레이드를 일정 구간별

로 나누어 설계함에 따라 블레이드의 길이는 설계 과정에 있어서 설계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아래 그림은 블레이드의 길이를 기존의 반경 1.0m 로

설계하였을 경우와 반경 0.6m로 결정하였을 경우 현 길이와 설정각의 설계 결과를 비교

하고 블레이드의 각 단면에서 바람에 의해 전달된 국소 출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블

레이드의 익단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익단면에서의 계산 처리과정 상의

오차와 각 요소에서 축방향 유도계수와 접선방향 유도계수의 수렴 과정에서의 차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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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며 그 외의 단면들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블레이드의 각 단면에

서의 설계가 다른 단면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

레이드의 설계 시, 블레이드의 길이에 따라 재설계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충분한 길

이의 블레이드를 설계한 후에 원하는 블레이드의 길이만큼을 실제 제작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180 블레이드의 길이에 따른 국소 현 길이와 설정각의 분포 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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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1 블레이드의 길이에 따른 국소 출력의 분포 비교

3) 환기팬 후류의 풍속 분포를 반영한 블레이드 설계의 최적화

환기팬 후류의 불균일 풍속 분포를 적용한 블레이드의 설계는 설계 시 날개 길이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 즉 1 m 반경의 날개를 설계하는 것과 50 cm 반경의 날개를 설계하

는 것은 50 cm 이하 구간에서는 동일한 설계 구간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최대 반경의

설계를 한 후 일정 길이 까지만 선택하여 제작에 반영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본 설계 과정에서는 기존과 같이 환기팬 후류의 바람 분포에서 128개의 NACA 계열 익

형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익형을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블레이드의 형상을 보완하였다.

가) 익형의 선정

기존과 동일한 128개의 NACA 계열 익형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익형을 선정하고자 하였

다.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블레이드 설계 부분은 터빈의 회전 속도를 고정시키

고 실제 환기팬 후류의 풍속 분포를 적용하여 블레이드의 길이방향 각 단면 별로 설계가

진행되었다. 적용한 회전 속도는 아래 표와 같이 300rpm부터 800rpm까지 20rpm씩 증가

시키며 다양한 회전 속도에 따라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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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actor Value

Airfoil 128 airfoils of NACA-series

Rotor radius 1 m

Number of blades 3

Designed RPM 300 - 800, every 20 rpm

Number of sub-sections of blade 20

표 3-38 블레이드 최적화를 위한 기본 설계 조건

128개의 익형과 다양한 터빈 회전 속도에서 각각 블레이드의 설계룰 수행하고 각 블레

이드의 출력 성능을 계산한 결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세 개의 익형은 NACA6409,

NACA4412, NACA63(2)615 이며, 이들의 회전속도 별 성능 분포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림 3-182 128개의 NACA 계열 익형 중 최적의 3가지 익형에 대한 회전 속도 별 출력

분포

약 500rpm 주변에서는 NACA6409 > NACA4412 > NACA63(2)615 순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범위의 rpm 에서는 NACA63(2)615 익형이 가장 고르고 높은

출력 성능을 보이고 있다. NACA6409 익형과 같이 특정 rpm 영역에서만 높은 성능을 보

이고 그보다 낮은 rpm에서 낮은 성능을 보일 경우, 실제 작동 운영 시 풍력 터빈이 가속

되는 단계에서 낮은 rpm에서 충분한 가속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rpm까지 도달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NACA63(2)615 익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

으며, 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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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블레이드 2차 설계에서 사용된 익형과 동일하였다.

나) 블레이드의 설계

선정된 NACA63(2)615 익형과 보완된 설계 방법으로 500 rpm에서 최적의 성능이 나타

나도록 설계한 블레이드의 현 길이와 설정각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83 NACA63(2)615 익형의 환기팬 후류 바람에 대한 설계

결과-현길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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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4 NACA63(2)615 익형의 환기팬 후류 바람에 대한 설계

결과-설정각 분포

이를 3차원으로 모델링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블레이드의 형상이 기존의 블레이드들과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블레이드의 설정각과 현의 길이가 길이 방향으로 일관되게 증가하

거나 감소하지 않고 지그재그 형상으로 설계가 되었다. 이는 환기팬 후면의 풍속 분포가

팬 중심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균일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속

도로 회전하는 블레이드의 길이방향 각 단면들에서는 바람의 상대 유입각이 일관되지 않

게 되며, 설계 결과도 지그재그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형상은 해석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작 과정에서나 또는 제품화하였을 경우 논란의 여지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계안의 실효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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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5 RHINOCEROS를 이용한 환기팬 후류에 적합한 블레이드 설계 결과

나.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적정 길이 보완

초기 풍환경 분포를 측정한 결과로부터 배기팬으로부터 약 2 m 거리에 풍력 터빈을 설

치할 계획으로 직경 2m의 풍력 터빈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현장 측정 결과 충분한 발전

량이 산출되지않아 풍력 터빈의 위치를 배기팬으로부터 0.5 m 거리까지 이동시켰다. 그

결과 약 264 W의 출력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목표량 300 W의 약 88%에 해당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초기에 선택한 풍력 터빈의 크기가 적절한 가에 대해서는 재고찰이 필

요하다.

배기팬 후면의 위치별 풍속 분포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배기팬 외곽에서는

풍속이 매우 낮아지는데, 풍력 터빈의 크기가 배기팬 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로 풍력 터빈

의 끝부분에서는 충분한 풍속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풍력터빈의 길이별 각 구간에서의

설계 단면은 각 구간에서의 외부 풍속과 터빈의 회전 속도의 합력의 함수로 계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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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풍속이 설계 시 반영된 풍속보다 낮아지게 되면 합력의 방향이 터빈의 회전방향에

가까워지고 실제 설계된 단면의 설정각과 달라지므로 터빈이 회전하는데 저항으로 작용

하게 된다. 하지만 풍력 터빈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풍력 터빈이 흡수할 수 있는 바람

에너지의 양 또한 감소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풍력 터빈이 흡수하는 바람 에너지의 양은

풍속의 세 제곱에 비례하고, 터빈 회전 면적에 비례하므로, 날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즉 날개 길이가 짧아지면 이의 제곱에 비례하여 가용 바람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날개 길이에 따른 가용 바람 에너지의 양과 날개 외곽에서의 회전 저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정 날개 길이를 찾을 필요가 있다.

1) 로터 블레이드의 길이에 따른 출력 성능 측정

현장 실험을 통하여 로터 블레이드의 길이에 따른 발전 성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풍력

터빈의 시스템 설치 및 발전 성능의 측정은 기존의 실험들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기존

에 사용하였던 2차 발전기와 1차 설계 블레이드의 A형을 조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1m 반경 날개를 익단에서부터 5cm 씩 잘라가며 발전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림 3-186 날개 길이에 따른 발전 성능 비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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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7 익단 절단 모습

그림 3-188 단계적으로 축소된 날개 길이의 비교

로터 블레이드의 길이는 5cm 간격으로 40cm 까지 8 단계에 걸쳐 축소시켰으며, 각 단

계에서 발전 성능을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된 블레이드의 길이는 기존의 100cm를

포함하여 95, 90, 85, 80, 75, 70, 65, 60 cm 이다.

로터 블레이드의 길이의 변화에 따른 발전기에서의 출력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이로

부터 출력 전력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기존의 100 cm 반경보다 날개 길이

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출력 전압이 증가하고 있다. 출력 전압은 발전

기 코어의 회전 속도에 비례하므로, 즉 날개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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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단 절단 길이

(cm)

로터 블레이드의

반경

(cm)

출력 전압

(V)

출력 전류

(A)

출력 전력

(W)

0 100 29.98 4.92 255.5

5 95 31.2 5.07 274.0

10 90 32.45 5.28 296.8

15 85 33.16 5.37 308.4

20 80 33.5 5.43 315.1

25 75 33.5 5.4 313.3

30 70 32.6 5.27 297.6

35 65 30.58 4.95 262.2

40 60 27.8 4.5 216.7

표 3-39 로터 블레이드의 길이에 따른 발전 성능의 측정 결과

2) 로터 블레이드의 적정 길이 분석

기존의 100 cm 반경보다 날개 길이가 줄어들면서 출력 전압이 증가하고 있다. 출력 전

압은 발전기 코어의 회전 속도에 비례하므로, 즉 날개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날개 외곽은 날개가 회전하는데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출

력 전력을 계산해 볼 때 날개 길이의 감소에 따라 출력 전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날개 익단에서의 회전 저항의 감소량은 날개 길이 감소에 따른 가용 풍력 에너지

의 감소량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약 75 cm 부터는 더 이상 출력 전력과 출력

전압이 증가하지 않고,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익단에서의 회전 저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가용 풍력 에너지 만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가용 풍력 에너지는

날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75cm 보다 짧은 날개 길이에서는 날개의 전 면

적이 바람에 대한 유효한 토크를 생성하게 되는데 날개의 길이가 줄어들면 이의 제곱에

비례하여 흡수한 바람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급격한 출력의 감소를 보이게 된다. 이

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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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9 날개의 길이에 따른 발전 출력의 비교

약 75cm에서 80cm 사이의 최대 출력 구간을 전후로 하여 이보다 긴 날개에서는 가용

바람 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출력 증가와 익단에서의 회전 저항에 의한 출력 저하가 동시

에 존재하는데, 가용 바람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출력 증가보다는 익단 회전 저항에 의한

출력 저하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력은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반면 최대

출력 구간보다 짧은 날개 길이에서는 익단의 회전 저항은 존재하지 않고 날개 길이에 의

한 가용 바람 에너지의 감소에 따른 출력 저하 만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출력 저하

는 날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게 된다.

추후 팬과 풍력 발전기의 일체화를 위하여 약 140cm 에 해당하는 배기팬의 직경을 고

려하여 약 65cm의 날개 반경을 목표로 하였으나, 본 실험 결과로부터 약 75 ~ 80 cm 정

도가 가장 좋은 성능이 구현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존 날개에서 약 80cm 이상의 영역에서는 날개의 회전을 저하시키

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날개 길이의 축소를 통한 발전 성능의 개선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날개 길이의 축소는 제작비의 절감으로도 이어지

므로 향후 전체적인 경제성을 향상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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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4차 설계

이미 기존의 날개 길이 별 발전 출력 비교 실험으로부터 기존에 설계된 블레이드에서도

어느정도 충분한 목표치의 발전 출력을 얻었으므로, 본 설계는 발전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설계 결과를 크게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설계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장 실험으로부터 적정 로터 블레이드의 길이를 약 75 cm ~ 80 cm 정도로 결정하였으

므로, 로터 블레이드의 중심측에서 반경 방향으로 현 길이와 설정각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는 여유있게 반경 85 cm 인 블레이드로 설계하였다. 앞서 논의한바와 같이 설계 결과는

블레이드 길이와 무관하므로, 이후 필요한 길이까지만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기존의 현장 실험으로부터 충분한 발전 성능이 확보되었으므로, 본 설계에서는 환기

팬 후면의 풍속 분포로부터 이러한 기존 설계가 일부 보완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따라

서 설계 시 블레이드의 적정 회전 속도는 400, 450, 500, 550, 600, 650, 700 rpm 등 다양

한 조건으로 설정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기존의 실험 사례와 유사한 설계 결과

를 선정하여 보완되도록 하였다.

선정된 NACA63(2)615 익형에 대하여 로터의 회전수에 따른 적정 현길이(C)와 설정각

(Br)의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3-190 회전 속도에 따른 환기팬 풍속 분포를 적용한 블레이드의 설계 - 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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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1 회전 속도에 따른 환기팬 풍속 분포를 적용한 블레이드의 설계 - 설정각

전체적으로 회전 속도가 높아질수록 현의 길이는 짧아지고 설정각은 작아졌다. 반면 날

개 길이 방향으로의 분포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회전 속도의

증가량에 비하여 설계된 현 길이와 설정각의 감소 폭은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설계 결과를 기존 설계들과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날개 길이별 출력 성능

을 검토한 현장 실험 결과로부터 2차 설계 블레이드가 이미 300 W 이상의 출력을 보였

으므로, 2차 설계 블레이드와 유사한 형상으로 새로운 블레이드를 설계하기 위하여

550rpm 일때의 설계 자료를 선정하였다. 회전 속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지만 낮은 회전 속도에서는 충분한 가속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목표 속도에 도달하

지 못할 위험성도 커진다. 반면 낮은 회전 속도를 선정할 경우에는 날개의 자체적인 저항

에 의해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발전 출력이 제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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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2 회전 속도에 따른 환기팬 풍속 분포를 적용한 블레이드 설계안과 기존 설계안과의

비교 - 현 길이의 분포

그림 3-193 회전 속도에 따른 환기팬 풍속 분포를 적용한 블레이드 설계안과 기존 설계안과의

비교 - 설정각의 분포

550 rpm을 적정 회전 속도로하여 설계된 블레이드 형상을 보면, 앞서 제시된 그림과 같

이 블레이드의 현의 길이와 설정각의 분포가 길이 방향으로 지그재그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상은 설계 상으로는 적절한 형상이더라도 실제 제작과정이나 미관상 요건

을 고려할 때 적절한 형상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 결과를 제작이 편하도록 부드러

운 커브 형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계 보완을 위한 한 방법으로 지그재그로 변동하는 현길이와 설정각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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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평균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의 그림에 나타

나 있다. 그림과 같이 현의 길이와 설정각은 6차 다항식으로 잘 표현이 되었다.

최종 설계 형상은 배기팬 후면의 풍속 분포를 적용한 새로운 설계안과 기존에 성능이

검증된 2차 설계안을 결합하여 보완되었다. 설정각은 두 설계안의 분포가 거의 유사하므

로 두 설계안을 평균하여 최종 설계 형상을 도출하였다. 블레이드 현의 길이는 같은 방법

으로 두 설계안의 평균 값을 최종 설계 형상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심축, 즉 허브와 연결되

는 부위는 실제로 출력 성능에는 큰 기여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 재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작게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평균값을 사용하는 대신 평균값보다

작은 새로운 설계안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설계된 최종 설계

안은 그림에 나타나 있으며, 아래의 표로 정리되어 있다. 최종 블레이드의 길이는 반경

77cm 로 정하였으며, 77cm 일때의 설계값은 선형보간을 통해 산출하였다. 또한 이의 형

상은 그림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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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4 6차 다항식으로 근사된 블레이드의 현 길이와 설정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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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5 2차 설계 형상에 의한 4차 설계 블리이드 설계의 보완 - 현 길이의 분포

그림 3-196 2차 설계 형상에 의한 4차 설계 블리이드 설계의 보완 - 설정각의 분포

최종적으로 설계된 4차 설계 블레이드의 설계값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3차원 모델링

한 형태는 그림과 같다. 기존 설계의 지그재그형 형상을 제작성과 미관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성능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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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구간

(r/R)

현의 길이

(m)

설정각

(°)

0.05 0.1010 24.37

0.10 0.0903 19.34

0.15 0.0871 16.24

0.20 0.0894 14.25

0.25 0.0943 12.80

0.30 0.0993 11.59

0.35 0.1021 10.41

0.40 0.1011 9.19

0.45 0.0954 7.90

0.50 0.0859 6.66

0.55 0.0752 5.46

0.60 0.0639 4.28

0.65 0.0527 3.11

0.70 0.0429 1.98

0.75 0.0351 0.96

0.77 0.0330 0.67

표 3-40 환기팬 후면의 풍속 분포를 고려한 4차 설계 블레이드의 최종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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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7 환기팬 후면의 풍속 분포를 고려한 4차 설계 블레이드의 최종 설계 형상

라. 4차 설계 블레이드의 제작

새롭게 설계된 블레이드는 3차원 레이저조형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송도테크노파

크)를 이용하여 에폭시 수지로 제작하였다. 블레이드의 익형 끝부분이 매우 얇으므로 레

이저조형기로 제작 시 완전히 제작되지 못하고 끝부분이 손실되는 문제가 있어 실제 현

의 길이보다 수 mm 정도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블레이드의 무게는 각각 659.8g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3개에 대하여 오차

는 0.5g 미만이 될 정도로 차이가 없이 균일하게 제작되었다. 제작된 블레이드는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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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8 레이저조형기로 제작된 4차 설계 블레이드의 모습

2. 발전기의 성능 개선 및 평가

발전기의 발전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영구자석 동기식 발전기와는 발

전 형태가 다른 코어리스형 발전기를 도입하여 시도하고자 하였다. 코어리스형 발전기는

기존의 발전기 형식에서 회전자와 고정자에 철심을 사용하지 않아 코깅 토크에 의해 발

생되는 부하와 소음 및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형태이다. 코깅 토크가 커지면 발전기의

초기 기동 풍속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영구자석 발전기에서 이러한 코깅 토크는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코어리스형 발전기는 코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권선의 체적 밀

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할 수 있으나, 코어가 없기 때문에 출력저하, 효율 감소, 원가

상승, 대형화 불가 등의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하지만 코깅에 따른 부하 정도가 발전기

의 작동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형 풍력 발전기의 경우, 코어리스형 발전기를 통한

성능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코어리스형 발전기를 새롭게 설계하여 실험에 사용하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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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험용으로 제작된 코어리스형 발전기를 임대하

여 코어리스형 발전기에 의한 성능 개선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가. 코어리스형 발전기의 도입

코어리스형 발전기는 그림 O과 같이 권선 스페이스를 얻기 위한 돌기를 만들지 않고,

코일을 편평상으로 감아 배치하여 코어를 두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여 전자 강대에는 요

철이 없으므로 코깅 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코일을 감는 공간이 좁아

져서 코일의 권수에 제한이 있어 출력 전압을 충분히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그림 3-199 코어리스형 발전기의 로터 및 스테이터 형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어리스 발전기의 외형 도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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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0 코어리스 발전기의 외형 도면

나. 코어리스형 발전기의 성능 평가

발전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축에 모터를 연결하고, 모터에 가해지는 입

력 전력에 따른 발전기에서 발전되는 발전 전력량을 측정하였다. 발전기와 모터는 그림과

같이 연결하였으며, 모터와 발전기 연결 시 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축보정이 가능한

커플링으로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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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1 발전기 성능 평가를 위한 모터 및 커플링 결합 모습

모터는 DC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사진과 같은 직류 공급기로 전력을 공급하였고, 정밀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류, 전압 및 전력의 입력값을 정확히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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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2 구동에 필요한 입력 전력 공급 및 측정을 위한 DC 공급기(좌)와 DC 측

정기(우)

부하저항 및 회전수에 따른 발전기의 구동 전력 및 발전 전력은 다음과 같다.

Resistance

(Ω)

Output

current

(A)

Output

voltage

(V)

Output

power

(W)

Input

power

(W)

Efficiency

[Input/Output]

(%)

72 1 72.4 72 97 74.4

35 2 69.8 140 170 82.3

22 3 67.3 202 245 82.4

10 6 62.4 374 452 82.3

5 11 54.3 597 779 76.7

표 3-41 발전기 회전 속도가 300 rpm 일 때 발전기의 성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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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Ω)

Output

current

(A)

Output

voltage

(V)

Output

power

(W)

Input

power

(W)

Efficiency

[Input/Output]

(%)

80 1.5 122.4 184 246 74.8

40 2.9 117.5 341 419 81.4

20 5.5 109.1 600 707 84.9

10 9.9 99.9 989 1204 82.1

5 16.7 85.9 1435 1911 75.1

표 3-42 발전기 회전 속도가 500 rpm 일 때 발전기의 성능 평가 결과

Resistance

(Ω)

Output

current

(A)

Output

voltage

(V)

Output

power

(W)

Input

power

(W)

Efficiency

[Input/Output]

(%)

80 2.1 171.3 360 484 74.4

40 4 162.8 651 799 81.5

20 7.6 152 1155 1363 84.7

10 13.5 137.4 1855 2279 81.4

5 22.5 115.6 2601 3518 73.8

표 3-43 발전기 회전 속도가 700 rpm 일 때 발전기의 성능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약 20 Ω 정도에서 입력 전력대비 최고이 효율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항이

작을 경우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회전 상의 부하도 커지고 구동 토크가 커지게 되므로

풍력 터빈이 목표 회전 속도까지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계된 로터 블레이

드가 고속 회전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낮은 회전 속도에서는 충분한 토크를 생성하기

못하고 목표 회전 속도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구동 토크가 가능한 작도록 높

은 부하를 걸어주는 것이 유리하다.

로터 블레이드가 설계된 500 rpm의 회전 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약 40 ∼80 Ω 정도의

저항에서 적절한 출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 구동 토크를 줄일 필요가 있을

시 더 높은 저항을 연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발전 전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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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력 발전 시스템의 타워 설계

가. 설계 방향 검토

타워부는 풍력 발전기를 지지하는 기초 설비로서 비교적 발전기의 하중과 바람에 의한

외부 하중이 작은 소형 풍력 발전기에서는 대형 풍력 발전기에 비하여 구조 설계의 중요

성이 떨어진다. 대신 본 연구와 같이 축산 시설에서 활용할 소형 풍력 발전기의 경우는

최종 제품의 가격과 제품 설치 및 활용 시의 미관효과 등이 중요해 진다. 풍력 터빈과 발

전기는 기능적 설계가 우선 시 되며 미관을 고려한 설계 변경의 여지가 적으므로 타워부

에 대한 설계가 전체의 시스템 디자인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풍력 발전

시스템의 타워부를 설계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03 타워부 설계의 주요 고려 사항

타워부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기능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풍력 발전기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해야 하고, 구동 시에는 풍력 터빈의 회전에 의한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또한 풍력 발전기의 고장 등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 발전기

로의 접근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일부 풍력발전기들은 타워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도식으로 제작하여 발전기의 관리를 용이하게 제작하기도 하였으나, 가도식의

경우 타워의 완벽한 지지가 힘들어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풍력 발

전기는 설치 높이가 축사의 환기팬 높이 정도로 그리 높지는 않으므로 가도식이 아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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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관리상 불리한 점은 없을 것이다. 확장성 또한 주요 고려 사항이다. 실제 시공 시에

는 다수의 환기팬에 다수의 풍력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므로 타워부의 확장성이 중

요하며, 또한 내적으로도 타워부가 풍력 발전기의 지지용 용도 뿐만 아니라 전기 장비들

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용도도 갖출 경우 공간적인 활용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타워부는 바람의 이용적 측면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므로, 타워에 의하여

바람의 기류나 압력이 달라지게 되면 풍력 터빈의 회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바람에 부하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워부 설계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으로 경제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풍력터빈과

발전기를 현장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워부를 이용한 기초가 필요한데 타워부의

가격이 필요이상으로 높을 시에는 현장의 보급이 어려워진다. 풍력 발전 시스템의 특성

상 일정 이상의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풍력 터빈과 발전기의 가격을 절감할 수는 없으므

로, 타워부에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워부의 초기 시설 가격과

장기적인 시설 보수비를 절감하기 위한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풍력 시스템의 사용 대상과 장소에 따라 기능성과 경제성 외에도 조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축산 시설에 활용되는 풍력 발전 시스

템의 경우,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경우 풍력 발전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회수의 효

과 외에도 부가적인 심미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잘 활용될 경우 단순한

에너지 생산에 의한 정량적 가치를 넘어서 축산 시설의 이미지까지 제고할 수 있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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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워부의 설계 구상

본 연구에서 축산 시설 후면에 설치될 풍력 발전 시스템의 기능성, 경제성, 조형성을 고

려하여 실현 가능한 타워부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구상하였다.

1) 유형 1: 원형파이프 스탠드형

원형파이프 스탠드형은 풍력 발전기의 본래 목적과 기능성에 충실한 가장 단순한 구조

이다. 여기에 관리자 또는 기타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회전부 측면과 후면에 망으

로 형성된 안전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 본 설계는 원형파이프 재료를 구하기 쉽고, 제작

공정이 간단하여 경제성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조형성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3-204 타워부의 구상안 - 유형 1 : 원형파이프 스탠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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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2: 원형파이프 거치형

원형파이프 거치형은 가장 기본적인 원형파이프 스탠드형을 변형한 형태로서 건축물 또

는 하부에 별도의 거치 가능한 구조물이나 벽체가 있을 경우 원형파이프를 지면에 기초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나 벽체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거치가 가능한 구조물의 종류

와 형태에 따라 조형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고 소요되는 재료의 양을 줄일 수는 있

지만 재료의 형태를 가공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림 3-205 타워부의 구상안 - 유형 2 : 원형파이프 거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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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 3: 철판절곡 스탠드 기본형

지지부를 원형파이프로 사용할 경우, 타워부의 조형성에서 한계를 보이게 되므로, 철판

을 절곡하여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철판을 ‘ㄷ’ 자 형태로 절곡하여 세울 경우 기

동과 같은 강도를 보임과 동시에 단면이 커지면서 좌굴 등의 휨에도 더욱 강해지게 된다.

일반 원형파이프로는 이렇게 단면을 키우는 것이 제한되므로, 철판의 절곡은 기능성과 조

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철판절곡 스탠드 기본형은 원형 파이프를 철판 절곡형으로 대체하여 아직 조형성에는

한계가 있으나, 구조 및 공정이 간단하여 경제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그림 3-206 타워부의 구상안 - 유형 3 : 철판절곡 스탠드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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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 4: 철판절곡 스탠드 곡선형

철판절곡 스탠드 곡선형은 철판 절곡을 이용한 기본 구조에 조형적인 변형을 도입한 방

법이다. 철판절곡 면의 곡선 형태에 따라 조형적 요소가 좌우된다. 또한 철판절곡 내부는

부수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곡선부 후면은 다양한 색상을

연출하여 조형성을 높일수도 있다. 같은 방법으로 후면부 마감재를 반투명의 플라스틱 소

재로 하여 내부에 조명장치를 통한 야간 경관 요소도 가능할 것이다.

본 구상안은 약간의 재료 손실은 있으나, 최대한 기본 구조와 기능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과 조형성을 동시에 고려한 디자인으로서 본 연구의 풍력 발전 시스템에 가장 적절하

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3-207 타워부의 구상안 - 유형 4 : 철판절곡 스탠드 곡선형

선택된 철판절곡 스탠드 곡선형의 타워부를 제작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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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8 철판절곡 스탠드 곡선형의 제작 도면

다. 타워부 설계안의 확장

최종 결정된 철판절곡 스탠드 곡선형을 적용하여 풍력 발전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제작

품은 시험 연구용으로 1대만 단독형으로 제작하지만, 향후 실제 현장에 적용될 때에는 다

수의 환기팬에 대하여 다수의 시스템이 설치되므로,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따라 타워부의 확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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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렬 시스템 구성

일반적으로 축산 시설 후면에는 다수의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다수의 풍력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환기팬마다 또는 2개 간

격으로 풍력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이 단독형이 병렬로 나열된 배열을 구

상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색상 배열을 통해 조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09 타워부의 확장 구상안 - 병렬 시스템 구성

또한 작업자의 안정성과 약간의 조형성을 더하기 위하여 안전 펜스를 부착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것도 좋은 구상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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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타워부의 확장 구상안 - 펜스 부착형 병렬 시스템 구성

2) 2단 시스템 구성

대형 축산 시설의 경우, 환기팬이 1단 높이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2단으로 배열된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워부를 2개를 두는 대신 다음과 같이 하나의 타워부에

두 개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2단 시스템으로 설치할 수 있다. 타워부를 절약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형성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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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환기팬이 2단으로 설치된 대형 축산 시설의 예

그림 3-212 타워부의 확장 구상안 - 2단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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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력 발전 시스템 최종 모델의 성능 평가

가. 실험 시스템의 구성

실험 장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사전 실험 결과 4차 설계 터빈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다른 풍력 터빈을 사용한 경우보다 출력 성능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터빈들은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구성은 4차 설계 터빈을 기존의 동기식 발전기와

새로운 발전기인 코어리스형 발전기의 두 종류와 조합하여 각각 성능을 측정하였다. 환기

팬으로부터 풍력터빈까지의 거리는 0.5m 가 되도록 설치하였다.

System 1 System 2

4차 설계 터빈 + 동기식 발전기 4차 설계 터빈 + 코어리스 발전기

표 3-44 성능 평가를 위한 풍력 발전 시스템 구성

그림 3-213 시스템 성능 평가를 위한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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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4차 설계 터빈과 동기식 발전기 (좌, 시스템 1) 및 코어리스 발전기 (우, 시스템 2)

의 조합 모습

나. 시스템의 성능 평가

시스템 1의 구성에 대한 발전 성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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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Ω)

출력 전압

(V)

출력 전류

(A)

출력 전력

(W)

1.69 16.6 8.60 247.27 

3.38 25.8 7.24 323.53 

5.06 32.1 6.37 354.16 

6.75 37.0 5.55 355.68 

8.44 41.4 4.86 348.50 

10.13 45.9 4.60 365.71 

표 3-45 시스템 1의 구성에 의한 발전 성능 측정 결과

그림 3-215 시스템 1의 구성에서 부하 저항에 따른 발전 성능 측정 결

과

동기식 발전기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약 5～8 Ω의 저항을 연결하였을 때 약 350 W 이

상의 높은 전력이 발전되었다. 이는 목표로 했던 약 300 W의 발전량 보다 약 17% 정도

높은 결과이다. 저항을 높임에 따라 풍력 터빈의 회전이 증가하면서 발전 전압이 점차 상

승하였으며, 전류는 감소하면서 발전 전력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최대의

전력이 발전되는 적절한 저항값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10 Ω의 저항을 연결하였을 때는

오히려 전력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일시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더 높은 저항까지 측정해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동기식 발전기 대신 코어리스형 발전기를 이용한 시스템 2의 발전 성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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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항

(Ω)

출력 전압

(V)

출력 전류

(A)

출력 전력

(W)

100 132 2.04 269.28

110 141 2.02 284.82

120 145 1.98 287.10

130 151 1.95 294.45

140 159 1.92 305.28

150 163 1.88 306.44
160 167 1.83 305.61
170 170 1.77 300.90
180 175 1.70 297.50

표 3-46 시스템 2의 구성에 의한 발전 성능 측정 결과

그림 3-216 시스템 2의 구성에서 부하 저항에 따른 발전 성능 측정 결

과

코어리스형 발전기 특성 상 약 100 Ω 이상의 높은 저항에서 풍력 터빈이 적절히 회전하

면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적절한 저항은 140～160 Ω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때 약 305 W

이상의 출력이 측정되었다. 목표로 했던 300 W의 발전량에는 도달하였지만 기존 발전기

를 사용한 경우 보다는 적은 발전량을 나타냈다. 이론적으로는 코어리스형 발전기가 코깅

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더 좋은 발전 성능을 보이지만, 기존 발전기에 비해 발전기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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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크기가 큰 것이 이러한 성능 저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발전기와 비교하여 코

어리스형 발전기는 kW 단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300W 주변의 낮은 전기 용량에서는

충분한 성능이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시스템의 현장 시험 적용 및 보완

가. 풍력 발전 시스템의 시험 모형 제작

현재까지의 실험 결과들로 부터 최종 풍력 발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제작하

였다.

풍력 터빈
4차 설계 블레이드, 3매, 반경 77cm, 적정 회전수

550rpm

발전기
영구자석형 동기식 3상 교류 발전기, 8극, 500～

600rpm 회전에서 300W 출력

타워부 철판절곡 스탠드 곡선형 디자인

전력 변환기
3상AC/DC 컨버터, DC/DC 컨버터 겸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

전력 출력부 DC/AC 인버터

기타 구성품
전압 측정기, 전류 측정기, 전력량계, 배터리 잔량계,

디스플레이, 방열판, 냉각팬, 스위치, 케이스, 배선 등

표 3-47 최종 풍력 발전 시스템의 구성

풍력 터빈은 최종 설계된 4차 설계 블레이드를 사용하였으며, 반경 77cm 인 3매로 이루

어져 있다. 4차 설계 블레이드는 약 550rpm의 회전수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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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팬의 반경방향 풍속분포에 최적화하여 설계되었다. 발전기는 영구자석형 동기식 3상

교류 발전기로, 8극으로 형성되어 있다. 약 500～600rpm의 회전속도에서 300W 급 출력

을 내도록 제작되었다. 타워부는 여러 디자인 중에서 철판절곡 스탠드 곡선형 디자인을

선정하여 제작하였으며, 바닥 지지부의 원형은 12T의 강판, 상부는 6T의 강판으로 제작

하였다.

전력 변환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풍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3상 교류 전기

를 직류 전기로 바꿔주는 3상 AC/DC 컨버터로서, 약 0～70V의 3상 교류 전기를 0～90V

정도의 직류 전기로 바꾸어 준다. 다음으로는 DC/DC 컨버터 겸 배터리 충전기이다. 직

류 0～90V 중에서 실제로 발전이 시작되면 부하에 의해 90V 까지 전압이 상승하지 못하

기 때문에 DC/DC 컨버터 겸 배터리 충전기의 입력 전압은 약 24～72V 정도이며, 출력

은 12V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12～14.8V 까지 배터리 잔량에 따라 변화한다. 배터

리의 충전은 부동방식과 균등 방식을 혼용한 자동화 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배터리의 방

전량에 따라 충전초기부터 균등충전을 시작하며, 만충전에 도달하면 부동충전으로 자동으

로 바꾸어 연속적인 부동충전을 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때 부동 충전이란 배터리가 과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위 범위에 일정한 전압과 정전류를 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을

말하며, 균등 충전이란 부동 충전 전압에 약 10% 상승시킨 전압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배터리에 각 전해조(cell)에서 일어나는 전위차를 보정하고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행

하는 층전방식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배터리 부분이다. 배터리는 대체에너지용으로 사용

되는 ESH30-12 (세방전지)를 사용하였다. 수명 종료시까지 액보충이 필요없는 완전 무보

수형 납축전지로, 12V 30Ah의 용량이며 크기는 192(L)×132(W)×170(H) ㎣, 무게는 약

10kg 정도이다. 수명은 3～5년 정도로 나타나 있다.

전력 출력부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 전력을 일반 상용 전력과 같은 AC 220V로 바

꾸어 주는 DC/AC 인버터를 사용하였다. 향후 발전 전력을 이용하여 사용할 송풍팬 등의

기동 전력을 고려하여 충분히 큰 1kW 용량의 인버터와 LED 전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500W 용량의 인버터로 구성하였다.

추가로 발전량과 전력 소모량 등을 체크하기 위하여 전압 측정기, 전류 측정기, 전력량

계, 배터리 잔량계, 디스플레이 등을 필요한 부분들에 설치하였고, 컨버터, 인버터 등의

전기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빨리 배출시키기 위하여 방열판과 냉각팬을 설치하였다. 또

한 풍력 발전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조정하기 위한 스위치를 설치하였다.

일반적인 풍력 발전기 및 시스템의 구성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지만 각 부분들의 설계

결과에 따라 성능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기존의 상용화되어 있는 소규모 풍력

발전 시스템들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풍력 발전 시스템은 블레이드의 설계와 발전기의

설계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최종 성능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

다. 먼저 블레이드의 설계에서는 기존 블레이드들은 자연풍 조건의 균일한 기류에 대하여

설계가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의 블레이드는 환기팬 기류의 풍속 분포에 따라 블레이드의

각 섹션이 서로 다른 풍속 조건으로 설계된다. 이러한 최적 설계에 따라 블레이드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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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은 일정한 풍속에 따라 균일하게 설계한 기존의 블레이드 설계에 비하여 약 30% 이

상 높은 출력 성능을 나타내었다. 발전기의 설계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발전기 형식인 영

구자석형 동기식 발전기와 구성이 동일하지만 브레이크, 기어, yaw 시스템 등을 생략하

여 더욱 작고 효율성이 높으며 제작 가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차이를 둘 수 있었다.

그림 3-217 풍력 발전 시스템의 구성도

그림 3-218 전력변환기의 제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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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풍력 발전기 및 타워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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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 발전 시스템의 시험 운전 및 내구성, 성능 평가

풍력발전 시스템의 최종 모델은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신축 육계사에 설치되었다.

육계사는 길이 150m, 폭 15m 이며, 후면에는 50 인치 크기의 환기팬이 11개가 설치되어

있다. 환기팬은 2 층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9 개는 1층, 2 개는 2 층에 설치되어 있

다. 풍력발전 시스템은 그림 3-220과 같이 이 중 1층은 가운데 위치한 환기팬에 설치하

였다.

환기팬을 작동시키고 풍력 발전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기존의 실험들과 같이 300W 정

도의 전력 출력이 측정되었다. 풍력터빈과 풍력 발전기에서 전력 변환기로 공급되는 과정

에서는 약 335 W 정도가 측정되었으나, 전력 변환기에서는 약 300 W 정도로 측정되었

으며, 이로부터 전력 변환 과정에서 약 1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손실은 향후 연구들을 통하여 보완할 경우 풍력 발전 시스템의 효율과 성능

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을 장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시키며, 시스템의 동작과 성능을 모니

터링 한 결과, 풍력 발전 시스템의 제작 및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Ÿ 타워부의 설치 시, 타워부가 지면에 잘 고정되어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Ÿ 풍력 발전기의 타워부의 연결 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밀착되도록 한다.

Ÿ 전력변환기 보호 케이스의 배선 구멍에 빗물이 전선을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

다.

Ÿ 보호 케이스는 방수처리를 하여 내부의 전기 부품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Ÿ 인버터와 컨버터 등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냉각팬의 위치를 방열판에 잘 일치시

켜서 설치한다.

Ÿ 전력 변환기 및 전력 출력부의 각 부품들 간의 결선은 전기적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짧게 연결한다.

Ÿ 풍력 터빈을 대량 제작 시에는 블레이드 표면에 축사의 먼지들이 들러붙지 않도록 매

끄럽게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Ÿ 타워부 및 보호 케이스의 표면은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도포한다.

본 연구의 풍력 발전 시스템은 지속적인 300W 급의 발전 출력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발전된 전기 에너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의 통하여 시스템의 에너지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아직은 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속적인 보완 및 수

정 과정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일 경우, 전국에 산재된 축산 시설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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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육계사에 설치된 풍력 발전 시스템의 최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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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풍력 발전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존 환기팬의 부하 검토

1. 관련 사례 및 중요성 검토

가. 이론적 고찰

환기를 위해 사용되는 환기팬은 전기 에너지를 투입하여 환기팬의 전 후에 역방향의 압

력을 형성시켜 공기를 배출시키게 된다. 전기 에너지의 양이 많을수록 환기팬 전후의 압

력차는 커지고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여 환기팬을 통과하는 송풍량은 더 커지게 된다.

반대로, 환기팬 전후에 장애물이 존재하여 이러한 압력차를 증가시키면 동일한 에너지가

투입되더라도 환기팬을 통과하는 송풍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환기팬

의 후면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기류에 대한 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환기팬 후면에서의 양압을 증가시켜 환기팬 전후의 압력차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풍력발전에 의하여 환기팬의 송풍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풍력 발전 시에는

발전에 의한 이득과 환기팬의 성능 감소에 따른 손해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환기팬과 풍력 터빈 주위의 압력 변화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221과 같다.

그림 3-221 환기팬과 풍력 터빈 주위의 압력 변화

환기팬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음압을 양압으로 변화시키며, 반대로 풍력 터빈은 양

압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여 음압의 형태로 배출시킨다. 이 두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배

치시킬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풍력 터빈에 의하여 풍력 터빈의 풍상측에 증가된 압력이

환기팬 후면의 압력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22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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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환기팬과 풍력 터빈을 조합할 경우 압력 및 풍속의 변화

이때 환기팬의 후면에서 증가되는 압력 (Pb'-Pb)이 환기팬의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Pb'-Pb)를 계산하기 힘든데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 3-221의 풍력

터빈 전면에서의 압력 차는

  





 (3-85)

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풍력 터빈이 최고의 성능을 내는 이론적인 관계는   


 이므

로,

 




 (3-86)

이 된다.

하지만 풍력 터빈 전면의 (Pa-Pi)과 그림 3-2의 (Pe'-Pe), (Pb'-Pb)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

낼 수 없는 점이 문제이다. 만약 환기팬으로부터 풍력 터빈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덕트로

형성되어 있어서 외부로의 압력과 기류의 손실이 없다면 이 세 가지 값은 동일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풍력 발전에 의한 이득이 환기팬에서의 손실보다 작게 되는 모순이 발

생하게 된다. 또한 두 시스템이 덕트가 아닌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없더

라도 두 시스템 간의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위의 세 압력차는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며

발전의 효율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풍력 터빈에 의해 상승한 압력이 충분히 완화

되어 환기팬에 전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 251 -

참고로 발전량이 환기팬에 가해지는 부하량 보다 많기 위한 관계를 도출하여 보면, 환기

팬의 부하량 ∆(=′)은 




 으로 계산되며, 발전량은 




 으로 계산되

므로 Bernoulli 방정식 을 활용하여 정리하면,



 





≧∆


(3-87)

이를 Taylor series에 의하여 근사하여 정리하면,



∆
 


 ≦ 




 (3-88)

이며, 발전효율()를 33.3%로 가정하고 모든 환기풍속()에 대하여 항상 효율적이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된다.

∆ ≦


  (3-89)

즉, 가중되는 압력 부하량을 초기 상태의 환기팬 후면 압력의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환기류의 풍환경을 제어하고 발전 시스템을 설계할 경우 충분한 발전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나. 관련 사례 및 중요성 검토

대형 산업용 덕트, 배출구, 환기구 등에서 나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풍력 발전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오래 전부터 늘 존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덕트 시설에 사용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이론적 고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기 효율의 감소를 야기하며, 이득과 손해

를 따졌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의문에

도 덕트에 사용할 수 있는 풍력 발전기를 개발한 사례들이 몇몇 있다. 이들은 이러한 배

출구에서 나오는 일정한 고속의 풍속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풍속에 맞게 발전 효율을

높인 사례들이다. 이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풍력 발전기들이 다양한 풍속 범위에

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이점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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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가 일본의 Techno Ryowa Ltd.에서 개발한 덕트 풍력 발전기이다. 이 풍력

발전기는 8 m/s의 풍속에서 68 W, 10 m/s 풍속에서 150 W, 14 m/s 풍속에서 525 W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덕트에 너무 가까이 놓을 경우에는 덕트 배

출 시설 측의 소비 전력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히 떨어뜨려 설치할 것을 권장

하는 만큼 덕트 후면에서의 풍력 발전은 역부하에 의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

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축사에 설치된 환기팬을 대상으로 풍력 발전을 시도하

는데, 분명 다른 형태의 부하를 예상할 수 있다. 환기팬과 덕트 모두 고속의 일정한 풍속

을 배출시키지만, 덕트에서 나오는 바람은 덕트 방향으로 거의 일정하게 배출되는데 반해

환기팬에서 나오는 바람은 환기팬 블레이드의 회전에 따라 회전하며 배출되며 또한 원심

력에 의하여 반경 방향으로 퍼지면서 배출되게 된다. 따라서 덕트에 비하여 풍력 발전기

를 가까이 설치하더라도 환기팬에 역부하를 줄 수 있는 범위 밖에서 풍력 터빈이 에너지

를 흡수하게 되므로, 덕트에 비하여 배출 시설의 소비전력 상승 문제는 덜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223 덕트 후류를 이용한 풍력 발전 사례 (일본 Techno Ryowa

Ltd.)



- 253 -

2. 장애물에 의한 환기팬의 성능 저하 검토

가. 현장 실험 방법

풍력발전기를 환기팬의 후면에 설치할 경우 환기팬에 부하를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환기 성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력을 필요로 하

거나 환기팬의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발전이 가능한 적정 위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환기팬 후면에 장애물

을 설치하고 장애물에 의하여 환기팬에 걸리는 부하 및 환기팬의 작동 성능 변화를 측정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환기팬 후류에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부하에 의해 발생 가능한 환

기팬의 성능 저하를 시험하기 위하여 환기팬에서 일정 기리별로 장애물을 놓고 환기팬에

서의 유량, 로터의 회전수, 환기팬의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장애물은 두 종류로 장애물1은 환기팬보다 훨씬 큰 약 3 × 3 m 크기의 벽 형태이고, 장

애물2는 실제의 소형 풍력발전기의 크기와 유사하게 1.5 m × 1.5 m 크기의 합판으로 제

작된 장애물로서 철재를 이용하여 환기팬의 중심축과 같은 높이에 놓이도록 제작하였다.

일반적인 고속 회전용 풍력 터빈의 경우에는 로터회전면적에 대한 로터 블레이드의 전

투영 면적을 나타내는 솔리디티가 0.2 이내로 작은 값을 보이지만, 본 시험에서는 솔리디

티가 1인 합판을 사용하여 부하의 영향을 극대화하여 실험하고자 하였다. 장애물은 환기

팬을 기준으로 0.5, 1, 2, 3, 4 m 거리에 각각 놓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환기팬 날개의 회

전수는 타코미터(DT-2230, Lutron, Taiwan)를 이용하여 비접촉방식으로 측정하였고, 환

기팬 유량은 피토튜브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한 유량측정장치와 미압측정계(TSI 5815,

TSI Inc., USA)를 이용하여 Fig. 1 (right) 과 같이 측정하였으며, 풍량을 측정하는 과정

에서 환기팬보다 풍량계의 측정부가 더 작기 때문에 새어 나가는 바람을 막기 위하여 후

드를 제작하여 풍량을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림 3-224 장애물에 의한 환기팬의 성능 저하 실험 : 장애물 1(좌), 장애물 2(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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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물에 의한 환기팬의 성능 저하

장애물에 의한 환기팬의 부하 정도를 평가한 실험 중 1차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3-48과 같다. 주풍방향 거리가 0m 인 경우는 장애물이 없이 환기팬만을 가동했을 경우,

즉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의 실험이므로 다른 경우들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팬

의 중심을 기준으로 주풍방향을 향하여 장애물의 거리에 따른 CFM, RPM, 환기팬의 전

류(A), 전압(V)을 측정한 결과를 아래의 표 3-48에 나타내었다. 0.5m 앞에서는 장애물과

팬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풍량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1m 거리부터 풍

량을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주풍방

향 거리

CFM
RPM

전류(A) 전압(V) 전력(W)

Min Max Min Max Min Max

0m 14,500 15,400 413 2.23 2.25 392 878.1

0.5m - 407.7 2.45 2.48 391.0 392.1 965.2

1m 11,600 12,700 409.6 2.32 2.35 392.9 394 918.7

2m 12,500 13,300 409.2 2.32 2.34 392.9 393.2 915.8

3m 13,650 14,300 410.4 2.26 2.29 393.8 394.0 896.1

4m 14,450 14,900 410 2.22 2.31 391.5 392.5 887.9

표 3-48 장애물 1에 의한 환기팬의 부하 측정

장애물 1의 거리에 따라 환기팬의 유량, 회전수, 소요 전력 모두 변화하는 결과를 얻었

으나, 예상보다 환기팬에 작용하는 부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기팬의 유량

은 장애물의 존재로 인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약 3～4m 정도에서는 부하가 거의 없는

상태로 회복되었고, 환기팬의 회전수는 0.5m 거리에서 약간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소요 전력 또한 0.5m 로 매우 가까울 때에는 약 10% 정도 상

승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5% 미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중에서 장애물의 거리에 따른 환기팬의 소요 전력 변화와 RPM 변화를 그래프로 나

타내면 그림 3-225와 같다. 장애물의 거리가 약 1m 이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하에 의

한 전력 및 RPM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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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환기팬에서의 거리에 따른 전력 및 RPM

변화 측정

풍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애물의 크기를 줄인 장애물 2에 대한 실험에서는 장애

물 1 실험에 비하여 부하 영향은 더욱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1-255). 약 1m 거리에

장애물을 설치하였을 때를 제외한 2m 이상부터는 거의 부하의 영향이 보이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 설치한 장애물보다 면적 및 솔리디티가 훨씬 작은 소형 풍력 발전 터

빈을 설치할 경우에도 환기팬에 역으로 작용하는 부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거리 CFM 전류(A) 전압(V) 전력량(W)

1m 14300~14800 2.36 378 892.08

2m 16000 2.45 377.8 925.61

3m 15800 2.4 379 909.6

4m 15600~16000 2.39 378.5 904.615

표 3-49 장애물 2에 의한 환기팬의 부하 측정



- 256 -

3. 풍력 터빈에 의한 환기팬의 성능 저하 검토

가. 현장 실험 방법

환기팬 후류에서의 풍력 발전에 의한 환기팬에서의 역 부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

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환기팬의 후류에 풍력 터빈을 설치하고, 터빈이 바람으로부터 전

기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를 추출하게 되면 전기적인 코깅에 의하여 풍력 터빈의 회전

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때 바람에 대한 터빈의 항력은 증가하게 되고 풍력 터빈 풍상측의

압력 또한 증가하게 된다. 풍력터빈의 풍상측은 즉 환기팬의 후면(풍하측)을 의미하고 기

본적으로 환기팬의 전면은 음압 후면은 양압이 형성되므로, 환기팬 후면의 압력 증가는

환기팬 전후의 압력 차이를 증가시키고 식 3-90과 같이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여 동일

한 전기 에너지가 환기팬에 투입되더라도 송풍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즉, 식 3-1에서 (h1

- h2) 항은 무시할 수 있으며 E는 고정된 값이므로, (p1 - p2) 가 증가할 경우 (v1
2 - v2

2)

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환기팬에서의 부하 정도는 환기팬이 송풍하는 풍량의 감소 정

도를 측정함으로써 추정하였다.

        

  

 (3-90)

 : 단위 체적 당 에너지 투입량 (J m-3)

 : 유체의 압력 (N m-2)

 : 유체의 위치 수두 (m)

 : 유체의 유속 (m s-1)

하첨자 1, 2 : 유체의 위치

먼저 환기팬의 풍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 실험들에서 사용한 바 있는 풍량계를 사용

하였다. 풍량계는 40 인치 직경의 원통 내부에 미풍압공이 뚫려 있는 긴 막대 형태의 프

로브를 X 형태로 배열하여, 원통 내부를 통과하는 평균 유속을 피토관의 원리로 측정을

하게 된다. 측정된 평균 유속에 원통 단면적을 곱하여 풍량을 계산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풍량계의 크기가 환기팬의 크기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풍량계와 환기팬의 사이에는

별도로 제작한 후드를 연결하여 환기팬과 풍량계 사이의 유량 손실이 없도록 설치를 하

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풍량계는 환기팬의 후면, 즉 풍하측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환기팬의 후면 근접한 위치에 풍력 터빈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기팬의

전면, 즉 풍상측에 풍량계를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풍량계에는 피토관 원리에 의

해 풍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미풍압계(TSI 5815, TSI Inc., USA)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풍량계와 환기팬을 연결하기 위한 후드는 한쪽은 풍량계와 연결하기 위하여 40 인치크기

의 원형으로 제작하고, 다른 한쪽은 환기팬과 연결하기 위하여 약 140cm × 140cm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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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사각형으로 제작하였다. 재질은 방수 기능이 좋고 내구성이 좋은 폴리에스터 재질로

제작하였다.

풍량계에 의한 환기팬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풍량계의 설치 위치를 환기팬과 동

일선 상에 설치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기팬을 가동시킬 경우 상당히 큰 압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풍량계를 튼튼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목재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풍량계를 지지하

였다. 후드는 환기팬을 가동시키더라도 구겨지거나 떨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팬과 풍

량계 사이에서 팽팽하게 유지되도록 설치하였다. 풍량계와 후드의 설치 모습은 다음 그림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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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환기팬의 송풍량 측정을 위한 풍량계 설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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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팬을 가동시키면서 송풍량은 디지털 미풍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시에는

기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측정하였으며, 환기팬에 입력되는 전기가 충분히

안정된 이후에 측정을 시작하였다.

그림 3-227 미풍압계를 이용한 환기팬의 송풍

량 측정

하지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기팬의 크기인 50 인치에 비하여 풍량계의 크기가

약간 작기 때문에 풍량계 자체에 의하여 환기팬에 가해지는 부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환기팬 전면부, 즉 실내를 밀폐시키고 입기용 환기구를 하나

만 열어서 그 입기구에서 유입량을 측정함으로써 환기팬에서의 송풍량을 추정하는 방법

이 있으나, 실험 대상 건물은 실내 규모가 너무 커서 입기구와 환기팬과의 응답시간이 느

리고 상기의 실험 방법을 시도하는데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기팬에 풍량계를 부착하

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환기팬 후면의 풍력 터빈은 기존 실험들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2차 설계 블레이드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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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설계 발전기 조합으로 설치하였으며, 풍력 발전기에 대한 성능 측정 및 세부 방법 등

은 기존 실험들과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① 풍력 터빈 없이 풍량계를 부착한 환기팬만을 가동시켰을 때 환기팬의 송풍량

② 풍량계를 부착한 환기팬을 가동하고 풍력 터빈을 통해 발전을 하는 상태에서

환기팬의 송풍량

위의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풍력 터빈으로 발전을 할 경우 환기팬에 역으로 가해지는

부하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나. 풍력 터빈에 의한 환기팬의 성능 저하

1) 풍력 터빈이 없는 상태의 환기팬 성능 측정

실험에 사용된 환기팬은 기본적으로 정격 소비전력 1.1 kW에 최대 22,000 CFM의 송풍

량을 내는 사양을 가지고 있다. 환기팬 후면에 풍력 터빈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팬만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an performance Input power

Avg. CFM Fluctuation range of CFM
Current

(A)

Voltage

(V)
Power (W)

19,400 19,300 ~ 19,500 2.97 372 1,105

표 3-50 풍력 터빈이 없는 상태의 환기팬 성능 측정 결과

환기팬의 소비 전력은 약 1.1 kW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송풍량은 평균적으로 약 19,400

CFM 정도로서 사양에서 제시된 풍량의 약 88 % 만을 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환기팬 전면에 설치한 풍량계와 후드에 의한 부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환

기팬 전면에 설치된 풍량계와 후드는 환기팬의 크기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환기팬 전면

에 넓게 형성되었어야 할 음압의 분포가 풍량계와 후드로 둘러싸인 공간 내에서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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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풍량계와 후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다 더 높은 음

압이 형성되게 된다. 환기팬의 전면에는 음압이 형성되고 환기팬 후면에는 양압이 형성되

는데, 환기팬에 입력되는 소요 전력에서 이러한 환기팬 전후의 압력 차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가 환기팬 후면에서의 풍속을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풍량계와 후드에 의해

환기팬 전면에 형성된 높은 음압에 의하여 환기팬 전후의 압력 차는 원래보다 더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동일한 소요 전력 내에서는 환기팬 후면에 풍속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에

너지는 원래보다 더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기팬에서 생성되는 후류의 풍속뿐만 아

니라 환기팬의 송풍량은 감소하게 된다. 감소된 12 %의 송풍량을 50 인치 환기팬의 단면

적 크기를 고려하여 풍속으로 환산하면, 기존의 8.20 m/s에서 풍량계와 후드의 설치에 따

라 7.23 m/s로 약 12% 정도가 감소하였다. 비록 약 1 m/s 정도의 풍속이 저감되었지만

이를 발전량으로 환산한다면 발전량은 풍력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약 32

%정도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는 풍속 감소에 따른 출력계수의 감소에 따라 훨씬

더 감소하게 될 것이다.

환기팬 전면의 풍량계와 후드 내에서 형성되는 음압의 강도는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육

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확연히 나타났다. 아래 그림과 같이 높은 음압에 의

하여 환기팬과 풍량계를 연결하는 후드는 안쪽으로 부푼 듯이 당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유로가 축소되는 문제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풍량계와 후드를 확대하거나 환

기팬의 풍량 측정 방법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본 실험의 주목적은

풍력 발전기에 의한 환기팬의 성능 저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본 실험에서는 이러

한 환기팬의 풍량 측정과정에서의 손실은 무시하도록 하였다.

그림 3-228 높은 음압에 의한 후드 내부의 유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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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력 터빈에 의한 발전 과정에서 환기팬 성능 측정

환기팬의 후면에 풍력 터빈을 두고 전기를 발전하는 동안 환기팬에서의 성능 변화를 동

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환기팬으로부터 풍력 터빈까지의 거리는

0.5 m로 두었다.

그림 3-229 환기팬의 성능 변화 측정

을 위한 풍력 터빈의 작동 모습

풍력 발전기는 전기 저항을 걸어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저항 값은 현재까지의 실

험들을 통하여 비교적 높은 발전효율을 보인 5.063 Ω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실험에

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264 W의 발전량을 보였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풍량과 풍속이 줄

었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발전량을 보이지는 않았다. 발전 시 삼 상 중 두 상 간의 전압

은 15 V 수준을 유지하였고, 전류는 약 3 A 정도로서, 전체 전력은 약 78 W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실험에서 측정된 값의 약 30% 수준으로서, 환기팬에 부착된 풍량계

와 후드에 의한 풍량 감소와 더불어 낮은 풍속에 따른 발전 효율의 감소 때문이다. 이러

한 풍력 발전기에 의해 발전이 일어나는 조건 하에서 측정된 환기팬의 성능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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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 performance Input power

Avg. CFM Fluctuation range of CFM
Current

(A)

Voltage

(V)
Power (W)

19,200 19,000 ~ 19,400 2.90 373 1,082

표 3-51 풍력 터빈에 의한 발전 중의 환기팬 성능 측정 결과

위의 결과를 풍력 터빈이 없는 상태의 환기팬 성능과 비교하여 보면, 환기팬의 소비 전

력은 1,105 W에서 1,082 W로 오히려 23 W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풍력터빈에 의한 영향

이라기보다는 환기팬의 동작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기팬의 성능이 안정화되고 전기 공

급량이 안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기팬에 공급되는 소비 전력은 변화 없다

고 볼 수 있다. 이때 환기팬의 송풍량은 19,400 CFM에서 19,200 CFM으로 약 200 CFM

만큼 감소하였다. 비율로는 송풍량의 약 1 % 정도가 풍력 발전기의 설치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1 %의 송풍량은 환기팬의 성능 곡선이 소비전력과 송풍량 간에

선형적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할 때 약 11 W의 전력으로 환산될 수 있다. 즉 풍력 발전에

의한 환기팬의 성능 저하 정도는 송풍량으로 평가할 때 약 1 %의 손실에 해당하는 200

CFM으로 측정되었고, 이를 전기 에너지의 손실로 변환하면 약 11 W의 전기 에너지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측정된 환기팬의 성능 저하량은 풍력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량과 비교할 때 약 14 %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현 실험에서는 실험 여건 상 풍력 발전에 의한 전

기 생산량이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풍량계와 후드를 제거한 실제 상황에서는 풍력 발전

에 의한 전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환기팬에서의 부하는 상대적으로 더 작아

질 것이다. 또한 익형의 양력-항력 비는 최대 100 정도로 양력이 항력에 비하여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풍속이 증가하고 양력이 증가하여 전기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풍력 터빈에 의한 항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요컨대, 풍력 터빈을 이용한 발전에 의해 송풍량이 1 % 감소한다면, 환기팬의 성능 저

하량과 풍력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량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약 300 W 급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약

3.7 % 만이 환기팬에서의 환기의 손실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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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generation Ration of ventilation loss to power generation

80 W 13.8 %

100 W 11.0 %

150 W 7.3 %

200 W 5.5 %

250 W 4.4 %

300 W 3.7 %

표 3-52 풍력 발전에 따른 환기팬에서의 환기 손실 비율 추정

4. 풍력 발전 시스템 최종 모델에 의한 환기팬의 성능 저하

가. 현장 실험 방법

최종 개발된 풍력발전 시스템을 실제 축산 시설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을 때의 환기팬의

성능 저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대체 실험들에서 풍력 발전 시 환기팬의 성능 저

하가 예상보다 크지 않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으며, 본 실험에서는 실제 운영 시의

정확한 환기팬 부하를 측정하는데 있다.

풍력 발전기의 작동에 따라 환기팬에서 가중되는 부하를 측정하기 위하여 환기팬의 작

동 전력, 환기팬 로터의 회전수, 송풍 능력을 측정하였다. 환기팬의 작동 전력은 환기팬

전력 공급부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계산하였고, 환기팬 로터의 회전수는 타코미터

(DT-2230, Lutron, Taiwan)를 이용하여 비접촉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환기팬의 송풍 능력

은 기존의 실험들에서는 미풍압계를 이용한 풍량계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하지만 환

기팬을 통과하는 기류가 모두 풍량계를 통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풍량계와 환기팬을 특별

히 제작한 후드로 연결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환기팬에 부하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순히 장애물에 의한 환기팬의 성능 변화를 검토하는 목적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

만, 본 실험과 같이 최종단계에서는 환기팬에 부하가 생길 경우 풍력 발전기도 원활히 작

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풍력 발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단계에서의 환기팬 부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풍량계를 사용하지 않고 환기팬의 송풍 능력 변화를 측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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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환기팬의 송풍 능력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유입부에서의 공기 유

입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험 대상으로 한 육계사는 측벽의 슬랫 등 다수의 유입

부가 존재하고 있어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환기팬 전면에서의 풍속

변화를 측정하여 환기팬의 송풍 능력 변화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환기팬의 후면에서는 제

1절에서 측정한 바와 같이 로터의 중심축에서 반경방향으로 급격한 풍속 변화가 나타났

지만, 실내 측에 해당하는 환기팬 전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면에 걸쳐 고른 풍속 분포가

나타나게 되므로 풍속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유리하다. 본 방법은 환기팬에 부하를

주지 않고 환기팬의 송풍 능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환기팬을 통과하는

기류가 갖는 유관의 단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송풍량을 측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환

기팬의 송풍량을 알고 있으므로, 환풍기에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송풍 능력이 얼마나 감

소되는지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측정을 위하여 환기팬 전면 (실내 측)에 풍속 센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림 O과 같은

프레임을 설치하였다. 프레임 내에는 가는 철사를 격자 형태로 배열하여 센서 부착을 용

이하여 하였다. 풍속 측정은 다채널 풍속계(System 6243, Kanomax, Japan)를 사용하였

으며, 그림 O와 같이 환기팬의 전면에 16개의 지점을 균등하게 선정하여 풍속 프로브들

을 설치하였다. 실험 환경은 아래와 같으며, 측정은 각 상황에서 환기팬과 풍력 발전 시

스템의 가동 후 기류가 안정된 이후에 10 Hz의 주기로 5분간 측정하였다.

① 무부하 시 : 일반적인 작동 상태에서의 환기팬 전면의 풍속 측정

② 발전 부하 시 : 풍력 발전 시스템에 의한 발전 과정에서 환기팬 전면의 풍속 변화

측정

이와 동시에 환기팬의 전력 및 로터의 회전수는 풍속을 측정하는 5분의 시작과 끝에 두

번 측정하여 실험 중의 변동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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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환기팬 전면의 풍속 분포 측정을 위한 프레임 설치 및

풍속 측정 모습

그림 3-231 환기팬 전면에 설치된 풍속 센서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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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 발전 시스템 작동에 의한 환기팬의 성능 저하

1) 환기팬의 전력 및 로터 회전수 변화

무부하 상태와 발전 부하 상태에서 환기팬의 가동을 측정하는 5분 동안 환기팬의 소비

전력과 로터의 회전수는 각 측정의 시작과 끝에 두 번씩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표

O와 같다.

Measurement RPM Voltage (V) Current (A) Power (W)

① 무부하

시

1st 425 375.8 2.55 958.3

2nd 422 375.6 2.5 939

Avg. 423.5 375.7 2.525 948.6

② 발전

부하 시

1st 421.8 375.8 2.45 920.7

2nd 419.5 374.3 2.45 917.0

Avg. 420.65 375.05 2.45 918.9

표 3-53 무부하 상태와 발전 부하 상태의 환기팬의 소비 전력 및 로터 회전수 측정

환기팬 로터의 회전수는 무부하 시 423.5 rpm에서 420.65 rpm으로 약 0.7% 가 감소하

였으나, 전체적인 전기의 불안정 등을 고려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소비 전력을 보면 전압은 거의 차이 없지만 소비 전류가 약 3 % 정도 감소하면서 오

히려 소비 전력이 약 3 % 감소하였다. 장애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환기팬 보다 상대적으

로 큰 장애물을 0.5 m 거리에 놓았을 때 환기팬의 소비전력이 약 10% 정도 상승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환기팬 후면의 발전에 의해 환기팬에 압력 부하가 가중되어 소비 전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실험에서 환기팬의 소비 전력이 약간 감소한 것은 이례

적인 결과이다. 이는 실험 장소가 현재 신축중인 육계사이기 때문에 환기팬에 공급되는

전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고, 실험이 진행될수록 환기팬을 계속 가

동하게 되면 환기팬 모터의 입력과 출력이 다소 변동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발전

부하 시의 전력이 약간 감소한 것은 분명 풍력 발전 시스템의 작동에 따른 발전 부하가

환기팬의 소비 전력을 상승시키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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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기팬 전면의 풍속 분포 측정 결과

환기팬 전면에서 균등 분포로 16개 지점에서 측정된 풍속의 평균을 시간별로 나타낸 그

래프는 그림 O와 같다. 무부하 시의 평균 풍속은 4.36 m/s였으며, 풍력 발전 시에는 평균

풍속은 4.29 m/s로 약 0.07 m/s가 감소하였다. 풍속 변동의 표준 편차는 0.060에서 0.058

로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무부하 시와 발전 부하 시의 송풍 기류의 특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신 최소 풍속,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이 모두 약 0.07 m/s

정도 감소되었으므로 0.07 m/s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차이가 풍력 시스템의 발전에 의해

환기팬에 가중된 부하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그림 3-232 무부하 시와 발전 부하 시의 환기팬 전면 16지점에 대한 평균 풍속의 변화

Average Standard dev. Min. Max.

무부하 시 4.359 0.060 4.223 4.504

발전 부하 시 4.291 0.058 4.158 4.464

표 3-54 무부하 시와 발전 부하 시의 환기팬 전면의 평균 풍속의 변화 (단위: m/s)

16개 지점에서의 평균 풍속의 분포를 나타내면 표 O와 같다. 풍속 센서의 고장으로 두

개의 지점에서 자료를 얻을 수 없었지만, 풍속 분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14개 지

점에 대한 표준 편차는 무부하 시 0.35 m/s 였으며, 발전 부하 시에는 0.34 m/s로 나타났

다. 14개 지점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무부하 시 1.18 m/s, 발전 부하 시 1.16

m/s로 나타났다. 풍속은 환기팬의 중심 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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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데, 이는 환기팬 후면에서의 풍속분포와 반대의 경향이었다. 환기팬의 후면에서는 중

심부에서 0 m/s에 가까우며 가장자리에서 10 m/s에 가깝게 높게 나타났으며 반경 방향

으로 풍속의 구배도 큰 편이었다. 하지만 환기팬 전면에서는 풍속의 구배도 낮을뿐더러

가운데 부근에서 더 높은 풍속을 나타내었다.

풍력 발전에 따른 환기팬의 부하에 따라 평균적으로는 약 0.07 m/s의 풍속이 저감되었

으며 이는 약 1.5 %에 해당된다. 환기팬 전면에서의 지점별로는 환기팬의 가운데 지점들

과 아래쪽에 있는 지점들에서 약 1.8 % 이상의 풍속 저감율을 보였으며, 그 외의 지점들

에서는 0.5 % 이하로 풍속의 변동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

무부하 시 풍속 (m/s) 상

3.93 4.28 4.51 4.23

좌
4.00 4.76 4.96 4.80

우
3.78 non 4.47 4.69

non 4.14 4.13 4.34

하

발전 부하 시 풍속 (m/s)

3.91 4.24 4.49 4.21

3.98 4.67 4.87 4.72

3.71 0.03 4.34 4.61

non 4.04 4.01 4.28

풍속 저감율 (%)

0.51 0.93 0.44 0.47

0.50 1.89 1.81 1.67

1.85 non 2.91 1.71

non 2.42 2.91 1.38

표 3-55 환기팬 전면의 평균 풍속 분포 (non: 풍속 센서 오류에 따른 데이터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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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력 발전에 따른 환기팬의 송풍 능력 변화 고찰

풍력 터빈이 회전하면서 발전이 시작되면 회전하는 풍력 터빈의 전방에는 압력이 높아

지며, 증가된 압력은 환기팬 후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기팬 후면의 압력이 높아지

게 되면 환기팬이 동일한 송풍 능력으로 동작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소비 전력이 증가

하거나, 또는 동일한 소비전력으로 작동할 시 송풍 능력이 감소되게 된다. 이러한 환기

성능의 저하 정도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풍력 발전 시스템의 경제성과 직결되므로 이

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며, 본 실험을 통하여 이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풍력 발전 시스템을 실제 현장의 육계사에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풍력 발전 시의 환기팬의 소비 전력은 증가되지 않았으며, 환기팬 로터의 회전수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풍력 발전 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기존 환기

팬의 전기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환기팬에서의 송풍 유속은 약 0.07 m/s 정도 감소하였

으며, 이는 평상 시 유속과 비교할 때 약 1.5 %가 감소된 유속이다. 기류 유속의 표준편

차, 최소값, 최대값 등 모든 기류 특성들이 풍력 발전 시스템의 운영에 관계없이 거의 동

일하였으므로 환기팬을 통과하는 기류의 유관 단면적이 변화 없다고 가정할 때, 환기팬의

송풍량, 즉 환기량 또한 약 1.5 %가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환기 기류를 생성

하기 위하여 환기팬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풍속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1.5%의 환기량 감

소는 에너지로 환산 시 약 3 % (= 1-(1-0.015)2 )에 해당한다. 이전의 실험실 규모의 실

험에서 예상한 3.7 % 보다 더 낮은 정도로 나타나 실제 현장 적용 시 효율성이 더 높아

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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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풍력 발전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1. 축사 내 에너지 이용 현황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풍력 발전 시스템을 축산 시설에 도입하고자, 초기 단계로서 육계

사에 우선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육계는 사육 과정에서 고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형

환기팬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본 연구의 대상지로 적합하다. 이후 다양한 축산 시설로 확

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풍력 발전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먼저 계

사에서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산란계와 육계의 경우 사육비 중 약

84% 정도를 가축비와 사료비가 차지하며, 그 외의 비용은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수선

비, 소농구비, 제재료비, 임차료 및 이자, 분뇨처리비 등이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2010).

2010년 산란계사의 사육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축비가 수당 9,402 원으로 약 28.8%,

사료비가 수당 18,086 원으로 약 5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육규모별

로 각 품목별 구성비를 비교할 경우 사료비가 가장 많은 생산비가 투입되는 품목으로 나

타났으며 가축비, 고용노력비 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수도 광열비의 경우 전체 구성비

의 약 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육계 생산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축비가 4,809 원/10수로 약 24.9%, 사료비가 11,466 원/10수로 약 59.3%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육비 중 가축비와 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에너

지 비용에 해당하는 수도광열비는 산란계의 경우 약 4% 정도를 차지하였지만 육계의 경

우는 약 15%를 차지하여 상각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육계 10 수당 순수익이 3,215원으로 통계 보고되고 있

는데 수도광열비는 순수익 대비 13.8%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5만수 규모의 육계사 건물이라면 1회 사육 시 약 1,720,000원 정도가 수

도광열비로 지출되게 되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통계적인 값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이 된다. 계사에서 전기 에너지가 활용되는 설비는 크게 조명 시스템, 환기팬 시스템, 난

방 시스템, 기타 동력 및 설비 등이며, 사용되는 전기는 현재 농사용전력(병)으로 분류되

어 35～40 원/kWh 정도의 낮은 단가로 공급되고 있어 현재 수준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

다. 하지만 향후 전반적인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농사용전력의 단가도 유지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가축 사료비의 상승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의 상승 또한 농가 경제

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의 활용이 더욱 요구되며, 본 연구를 통하여 풍력 발전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에너지의

절감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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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사육규모별
20,000마리

미만

20,000

∼ 29,999

30,000

∼ 39,999

40,000마리

이상
평균 구성비

비용합계 35,826 33,788 34,505 31,387 32,663
가축비 11,012 10,778 10,612 8,678 9,402 28.8
사료비 17,885 16,970 18,566 18,022 18,086 55.4

수도광열비 225 159 182 245 230 0.7
방역치료비 337 336 328 343 342 1.0

수선비 99 185 181 166 162 0.5
소농구비 9 9 17 7 8 0.0
제재료비 283 391 320 457 420 1.3

차입금이자 848 275 195 218 297 0.9
임차료 94 76 192 11 44 0.1

고용노력비 810 826 998 889 891 2.7
기타잡비 101 160 106 98 106 0.3

분뇨처리비 254 529 363 242 284 0.9
상각비 1,387 1,311 1,005 841 972 3.0

자가노력비 1,377 904 613 380 573 1.8
고정자본이자 884 669 634 602 649 2.0
유동자본이자 135 125 124 121 124 0.4
토지자본이자 86 85 70 67 72 0.2

표 3-56 산란계 품목별 사육비 현황 (통계청, 2010) (단위:원/수)

품 목

사육규모별
30,000수미

만
30,000~39

,999수
40,000~49

,999수
50,000수이

상 평균 구성비

비용합계 20,348 21,560 19,259 18,556 19,330
가축비 5,115 5,539 4,996 4,498 4,809 24.9
사료비 11,719 12,698 10,993 11,234 11,466 59.3

수도광열비 545 560 605 344 444 2.3
방역치료비 387 385 445 396 402 2.1

수선비 47 41 92 96 81 0.4
소농구비 7 3 4 5 5 0.0
제재료비 348 538 369 430 426 2.2

차입금이자 112 29 100 78 79 0.4
임차료 120 64 21 40 50 0.3

고용노력비 97 153 158 191 168 0.9
기타잡비 61 55 48 53 54 0.3

분뇨처리비 54 9 32 27 28 0.1
상각비 646 701 649 571 612 3.2

자가노력비 942 624 595 456 562 2.9
고정자본이자 41 47 49 45 45 0.2
유동자본이자 97 109 92 88 93 0.5
토지자본이자 12 3 11 5 8 0.0

표 3-57 육계 품목별 사육비 현황 (통계청, 2010) (단위:원/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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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산란계 품목별 사육비 현황(가축비 및 사료비 제외)

그림 3-234 육계 품목별 사육비 현황(가축비 및 사료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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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사 조명 시스템 활용

가. 개요

1) 조명 시스템의 활용성

계사는 산란계와 육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란계와 육계에서의 점등은 근본적인 목적

이 다르다. 산란계사의 점등은 생체의 광주기와 조화하여 산란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분비

를 자극시키는 것이고 육계사의 점등은 사료를 많이 먹이려는 것이다. 조류는 밝은 시간

대에만 사료를 섭취하려는 행동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등 조절을 통해 손쉽게 사

료 섭취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육계 농장에서는 사료의 섭취, 소화, 흡수

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종야 점등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단

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풍력 발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계사에서 지속적으로 사

용되는 조명 장치로 공급할 경우, 지속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백열전구는 60 ～ 100 W 용량으로 1 동

의 건물에 30 ～ 90개 정도가 설치되므로, 총 용량만 해도 1.8 ～ 9 kW급의 전기 에너지

를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본 연구의 풍력 발전 시스템의 출력은 300 W 급이며 5대를

설치하여도 1.5 kW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조명 장치에 요구되는 설

계 용량을 줄일 경우 축사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풍력 발전 시스

템을 통하여 전량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2) LED의 활용성

국내 양계 사업장에서는 그 영세함으로 인하여 단가가 저렴하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

는 백열전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백열전구는 기본적으로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

로 전환하여 빛을 발하게 된다.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에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수천도의

온도까지 가열된 필라멘트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원리이다. 이는 태양과 마찬가지로 뜨거

운 열에 의해서 빛이 발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색성이 좋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필라멘

트에서의 전기저항을 통해서 발생되는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부분의 에너

지가 열에너지로 손실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매우 낮게 된다. 또한 백열전구의 구조적

인 문제로 인하여 물리적 충격에 상당히 약한 성향을 보이며 필라멘트 또한 지속적인 피

로누적에 의해 쉽게 단선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백열전구의 단점을 보완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LED 전구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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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LED란 갈륨비소 등의 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소자이다.

아래 위에 전극을 붙인 전도물질에 전류가 통과하면 전자와 전공이라고 불리는 플러스

전하입자가 이 전극 중앙에서 결합해 빛의 광자를 발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때 방

출되는 빛의 색은 LED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LED는 백열전구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는데 백열전구와

같이 열복사에 의해 빛을 방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상대적으로 극

히 적게 발생한다. 또한 전구자체의 내구성 또한 백열전구보다 우수해서 LED는 일반적

으로 5만 시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백열전구에

비해서 높은 단가 및 연색성이 나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지속적인 상용화에 따

라서 그 단가가 낮아지고 있어서 교체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개

선되었다. 또한 연색성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연색성이 개선된 LED가 개

발된 실정이다.

2만 수정도의 육계를 사육하는 1,000 m
2

규모의 육계사에 사용되는 조명 기구에 대해

서 살펴보면 2500 W 용량의 백열등 설치가 권고된다. 양계장에서는 주로 100 W의 백열

전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60 W의 백열전구도 사용되고 있다. 백열전구 및 LED 전

구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서 백열전구를 대체할 수 있는 LED 전구

를 선정할 수 있다.

백열전구 LED 전구
60 W 백열전구 100 W 

백열전구 SI-I8W10113 SI-I8W12113

소비전력 (W) 60 100 9.6 12
전광속 (lm) 650 1,250 650 850
수명 (hr) 1,000 1,000 20,000 20,000
단가 (원) 350 ~ 550 350 ~ 550 25,250 27,900

색온도 (K) 3,000 3,000 2,700 2,700

표 3-58 백열전구와 LED 전구의 성능 및 가격 비교

또한 백열전구를 설치하여 운용하였을 경우의 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Operation Cost = ×

 ×× (3-91)

Ci : 전구값(￦),

Tn : 점등시간(hr)

Ts : 작동가능 시간(hr)

E : 소비전력(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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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 전기단가(￦/kWh)

위 식을 이용하여 전구 운영비를 계산하기 위해 1,000 m2 규모의 육계사로 가정하고,

24시간동안 조명을 전등하고 있는 종야점등법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하였다. 60 W의 백열

전구는 1,000 m2 육계사에 42개가 필요하며, 100 W의 백열전구는 25개가 필요하다. 이렇

게 백열전구를 설치하여 1년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운영비를 계산할 수 있다. 60 W의 백

열전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운영비가 1년에 107만원에서 114만원 나오며, 100 W의 백열

전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운영비가 1년에 101만원에서 105만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열전구를 LED 전구로 대체하면 60 W의 백열전구를 9.6 W의 LED

전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년에 운영비가 121만원이 소요되며 100 W의 백열전

구를 12 W의 LED 전구로 대체하면 일년에 운영비가 81만원 소요된다.

1개의 백열전구를 1개의 LED 전구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자본회수기간은 다음과 같이

1개의 전구를 사용하였을 경우로 간소화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3-235 백열 전구(60W)와 LED(9.6W)의 운영 비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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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백열 전구(100W)와 LED(12W)의 운영 비용 추정

이와 같이 전구를 작동시키는 전기료를 이용하여 자본회수 기간을 계산해보면 60 W의

백열전구를 9.6 W의 LED 전구로 대체하였을 경우 자본회수 기간이 384일로 형성되며,

또한 100 W의 백열전구를 12 W의 LED 전구로 대체하였을 경우 자본회수 기간이 268일

로 형성되어 이 이후에 경제성이 수익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조명 효과

를 내기 위하여 1/6 ～ 1/8 정도의 전력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사 한 동의 조명 장

치를 작동시키는데 풍력 발전 시스템 만으로도 충분히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나. 현장 시험

1) 현장 시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풍력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조명 장치에 공급하

여 광환경의 변화, 전기 에너지 소비량 등을 측정하여 그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에 사용된 육계사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신축중인 육계사이다. 육계사는

길이 150m, 폭 15m 이며, 11개의 50인치 환기팬이 건물 후면에 배치된 터널식 환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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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 설비되어 있다. 조명은 폭 방향으로는 3열, 길이방향으로 24개가 설치되며, 총 72

개가 설치되어 있다.

실험은 육계사의 건물 중 길이방향으로 1/3 구간에서만 진행되었다. 조명등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0W 백열 전구, 100W 백열전구와 유사한 광도를 보이는 10W

LED 램프를 사용하였으며, 상용품인 LED 램프의 세부 세양은 표 3-59와 같다. 그림 3-

237과 같은 세 종류의 조명등을 사용하여 각각에 의한 소요 전력, 실내 밝기 등을 측정하

였다.

항목 내용

모델명 LED 램프 DKC-10W

정격 전력 AC220V, 60 Hz, 88 mA, 10 W

램프 색상 전구색 (3000K)

정격 광속 640 lm 이상

광 효율 64 lm/W 이상

광속유지율 90 % 이상

연색성 75Ra 이상

램프 수명 25,000시간 내외

가격 17,000 원

표 3-59 실험에 사용된 10W 급 LED 램프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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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실험에 사용된 세 가지 조명등 (왼쪽부터 60W

백열전구, 100W 백열전구, 10W LED 램프)

건물의 1/3 구간에 대하여 조명등이 설치된 위치와 조도를 측정한 위치는 그림 O에 표

시되어 있다. 조도는 조도프로브(Testo-4,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조명등

아래와 조명등 사이 지점들을 적절히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높이는 바닥 높이와 바

닥으로부터 1.3m 높이로 각각 지정하여 높이별 조도 분포도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림 3-238 조도프로브와 측정기 (Testo-4,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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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범위
0~100,000 Lux

0~300 Hz

정밀도
Lux

DIN 5032에따름

f1=6%=V(Lambda) 적용

f2=5%=cos (등급과같음)

Hz 전체범위값의 ±0.1%

표 3-60 조도측정기의 사양

수평거리 (m) [전체 폭 = 15m]

길이방향

거리(m)

2.8 4 5.2 8.7 11.3

내용 전등 전등 전등

0 팬 ∞ ∞ ∞ ∞ ∞ ∞ ∞ ∞ ∞ ∞

1.8 　 　 　 　 　

3.8 전등 　 　 　 　 　

6.8 　 　 　 　 　

9.8 전등 　 　 　 　 　

12.8 　 　 ① 　 　

15.8 전등 ⑤ ⑥ ② ⑦ ⑧

18.8 　 　 ③ 　 　

21.8 전등 　 　 ④ 　 　

24.8 　 　 　 　 　

27.8 전등 　 　 　 　 　

30.8 　 　 　 　 　

33.8 전등 　 　 　 　 　

36.8 　 　 　 　 　

39.8 전등 　 　 　 　 　

42.8 　 　 　 　 　

45.8 전등 　 　 　 　 　

설치높이= 3.6 m 4.3 m 3.6 m

　 = 전등위치, ①～⑧ = 조도측정위치

그림 3-239 육계사 내 조명등 설치 위치와 조도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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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바닥 높이(좌)와 1.3m 높이(우)에서의 조도 측정 모습

2) 현장 시험 결과

실제 육계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60W 백열 전구와 100W 백열 전구는 건물 내에 공급되

는 기존의 전원에 연결하여 작동을 시켰으며, 10W LED 램프는 풍력 발전 시스템에 연

결하여 작동을 시켰다. 이때 풍력 발전 시스템 내의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 잔량이 100%

일때와 50%로 감소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LED 램프를 작동시켜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각각의 경우에 소요된 소비 전력은 표 3-61와 같다.

조명 시스템 60W 백열 전구 100W 백열 전구
10W LED 램프

(100% 완충)

10W LED 램프

(50% 충전)

소비 전력 1272.5 W 2014 W 207.4 W 150.4 W

표 3-61 조명 시스템에 따른 소비 전력의 비교

모든 실험 경우에서 정격출력 만큼의 소비 전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24개의 조명을

설치하였으므로, 60W 백열 전구의 경우 1440 W, 100W 백열 전구의 경우 2400 W, 10W

LED 램프의 경우 240 W가 소비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약 84～88% 정도만 소비가 되었

다. 100% 완충된 배터리 시스템에서 10W LED 램프는 100W 백열 전구에 비하여 약

10.3%, 60W 백열 전구에 비하여 약 16.3%의 소비 전력만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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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시스템으로 생성된 전기 만으로도 충분히 실험 면적의 조명 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 주위의 8개 지점에서 조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0W 백열전구

1 2* 3 4* 5* 6 7 8*

바닥높이 12 15 13 16 16 17 10 13

1.3m높이 10 29 12 33 38 28 8 29

100W 백열전구

바닥높이 20 27 22 29 30 31 17 22

1.3m높이 17 48 19 56 68 50 14 47

10W LED 램프 (100%)

바닥높이 19 36 24 40 41 42 16 32

1.3m높이 12 82 16 96 117 68 10 91

10W LED 램프 (50%)

바닥높이 9 17 11 20 20 20 8 15

1.3m높이 6 39 8 47 56 33 5 45

(* : 조명이 설치된 위치 아래에 있는 측정 지점)

표 3-62 4 가지 조명 상태에서의 조도 분포 측정 결과 (단위 : lx)

위의 측정 결과들로 부터 전체 측점, 가장 밝은 부분인 조명 바로 아래 측점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조명과 조명 사이의 측점들로 구분하여 평균 조도와 조도 편차 등을 비교하

였으며, 표 3-63에 정리되어 있다.

닭이 사육되는 바닥 높이 부근에서의 조도는 LED 램프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LED 램프를 사용할 경우 전체 평균 조도는 100W 백열전구를 사용할 때보다

1.26배 더 높은 조도를 보였으며, 60W 백열전구를 사용할 때보다 2.23배 더 높은 조도를

보였다. 밝은 4개 지점에 대해서는 LED 램프를 사용할 경우 100W 백열전구보다는 1.38

배, 60W 백열전구보다는 2.48배 더 높은 조도를 보였다. 반면 어두운 4개 지점에서는

LED 램프에 의한 조도는 100W 백열전구보다는 1.12배, 60W 백열전구보다는 1.94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LED 램프를 사용할 경우 백열전구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밝

은 지역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도 편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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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잘 나타나는데, 100W 백열전구와 60W 백열전구에서는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편차가 각각 14 lx와 7 lx로 나타났으나 LED 램프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26 lx로 크게 나

타났으며, 또한 LED 램프를 사용했을때는 100W 백열전구를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최대

조도는 11 lx나 높게 나타났으나 최소 조도는 오히려 1 lx 더 낮게 나타났다.

바닥에서 1.3m 높이에서도 LED 램프를 설치하였을 때 바닥 높이와 유사한 성능을 보였

다. LED 램프는 전체적으로 100W 백열전구보다는 1.54배 더 높은 조도를 보였고 60W

백열전구보다는 2.63배 더 높은 조도를 보여, 바닥 높이 보다 더 조도가 높아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밝은 4개 지점에서는 100W 백열전구와 60W 백열전구보다 각각 1.76

배, 2.99배 더 높은 조도를 나타내면서 바닥 높이보다 조도가 더욱 향상되었으나, 반면 어

두운 4개 지점에서는 각각 1.06배와 1.83배로 바닥 높이 보다는 조도 향상이 저감되었다.

즉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가 바닥 높이에 비하여 더욱 심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LED 램프의 경우는 조도를 측정하는 높이에 따라 조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바닥 높이에서 측정된 평균 조도와 1.3m 높이에서 측정된 평균 조도의 비를 계산하면,

60W 백열전구와 100W 백열전구는 각각 1.67배와 1.61배로 1.3m 높이에서 조도가 약

60% 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LED 램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 1.97배로 약 2배 정도 높은

조도가 측정되었다. 따라서 LED 램프는 백열전구에 비하여 훨씬 높은 조도의 광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공간적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LED 램프를 사용할 시 높은 조도의 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전력

이 백열전구의 1/10 정도에 불과하므로, 풍력 발전 시스템과 연계된 활용이 가능하다. 하

지만 배터리의 출력에 의한 전기의 공급은 배터리의 충전 잔량에 따라 성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배터리 잔량이 50%일 때 LED 램프를 작동시켜 광 환경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배터리의 잔량이 50%일 때 LED 램프의 사용 시 소비 전력은 역 150W 정도로 나타났

으며 이는 100% 충전 시에 207.4W가 소비된 것에 비해 약 72.5%에 해당한다. 이때 평균

조도는 바닥 높이에서 약 15 lx, 1.3m 높이에서 약 29.9 lx로 100% 충전 시보다 약 1/2

정도로 감소되었다. 배터리 잔량이 50%일때의 LED 램프에 의한 광 환경을 백열전구일때

와 비교하면, 바닥 높이에서 평균 조도는 60W 백열전구보다는 7% 더 높고, 100W 백열

전구보다는 40% 낮게 나타났다. 밝은 4개 지점에서는 60W 백열전구보다 20% 높으며,

100W 백열전구보다는 33% 낮게 나타났다. 어두운 4개 지점에서는 60W 백열전구와

100W 백열전구보다 각각 8%, 47% 낮게 나타났다. 1.3m 높이에서의 광 환경을 비교하면,

LED 램프는 60W 백열전구에 비해 28% 더 높은 조도를 보인 반면 100W 백열전구에 비

하여 25% 낮은 조도를 보였다. 밝은 지점들에서는 60W 백열전구에 비하여 45% 더 높은

조도를 보였지만 100W 백열전구에 비하여 15% 정도 낮은 조도를 보였다. 비교 결과,

50% 수준의 배터리 잔량으로 공급되는 LED 조명은 100% 상태일때에 비하여 소비전력

은 약 72.5% 수준이며, 광 환경의 조도는 60W 백열전구와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더 밝

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으나, 100W 백열전구에 비해서는 약 60～75% 정도의 광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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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높이

전체 8 개 지점 밝은 4 개 지점 어두운 4 개 지점

평균
최대/

최소
편차 평균

최대/

최소
편차 평균

최대/

최소
편차

60W

백열전구
14 17/10 7 15 16/13 3 13 17/10 7

100W

백열전구
24.8 31/17 14 27 30/22 8 22.5 31/17 14

10W LED

램프(100%)
31.3 42/16 26 37.3 41/32 9 25.3 42/16 26

10W LED

램프(50%)
15 20/8 12 18 20/15 5 12 20/8 12

1.3m 높이
60W

백열전구
23.4 38/8 30 32.3 38/29 9 14.5 28/8 20

100W

백열전구
39.9 68/14 54 54.8 68/47 21 25 50/14 36

10W LED

램프(100%)
61.5 117/10 107 96.5 117/82 35 26.5 68/10 58

10W LED

램프(50%)
29.9 56/5 51 46.8 56/39 17 13 33/5 28

표 3-63 4 가지 조명 상태에서의 조도 분포 분석 결과 (단위 : 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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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사 내부 환기팬의 활용

가. 개요

축산 시설에는 신선한 외기를 시설 내부로 공급하거나 또는 시설 내부의 오염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가적으로 시설 내부에도 소형의 내

부 순환팬들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 순환팬을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시설 내부에 부가적

인 기류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혹한기에는 일반적으로 외부로 연결된 환기팬의 사용을 최소로 제한하게 되는데 이때에

는 내부의 기류를 발생시킬 동력이 충분하지 않고 내부 기류가 정체되게 된다. 이때 상대

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부력에 의하여 사육 높이 보다 위로 모여 정체되게 되고 실제 사

육 공간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내부 순환팬을 작동시켜 찬공기와

더운 공기의 분리층을 제거하여 상부의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혹서기에는 가축의 체온을 낮추기 위하여 빠른 유속의 기류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때 외부 환기팬 뿐만 아니라 내부 순환팬을 이용한 바람이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해

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빠른 유속을 위하여 외부 환기팬을 건물의 길이방향

후면에 집중 배치시키는 터널식 환기를 운영할 때, 환기팬의 용량에 비하여 건물의 길이

가 너무 길게 되면 길이방향 압력 경사에 의하여 충분한 환기 성능이 발휘되지 못할 수

도 있는데, 이때 길이 방향으로 중간 지점에 내부 순환팬을 설치․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압력 경사를 해소하여 내부에 터널식 환기 기류가 원활히 형성시킬 수 있고, 부하를 감소

시켜 전기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사에서 사용하는 내부 순환팬은 500W 급 송풍팬이나 300W 급 송풍팬이

다. 외부 환기팬이 1kW급 팬이므로 이의 약 1/2 ～ 1/3 정도 용량의 송풍팬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풍력 발전 시스템에서 발전되는 300W의 발전량 보

다 같거나 많은 전기 용량이지만, 실제 내부 순환팬은 지속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on-off

형식으로 스케줄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1대의 풍력 발전 시스템으로 하나의 순환팬을

작동시키기 위한 충분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풍력 발전 시스템을 내부 순환팬과 연계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은 전기 에

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성이다. 내부 순환팬의 on-off 제어를 통해 충분히 균형을 유

지할 수 있지만 송풍팬과 같은 전동기기들은 정지상태에서 처음 가동시키면 순간 소비전

력이 정격 소비전력의 300～500% 까지 상승하는 일시적인 기동전력이 발생하게 된다. 현

재 제작한 풍력 발전 시스템의 전기 사용에 대한 출력 전력은 1kW이므로 현재 시스템으

로 내부 순환팬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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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시험

내부 순환팬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송풍팬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송풍팬의 사양 및 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41 실험에 사용된 송풍팬 : 좌- 300W급, 우 - 500W급

모 델 극 수
소비전력

(W)

풍 량
중 량

(kg)

회전수

(RPM)
직 경

CFM CMH

350A

(동성에스텍)
4극 300W 2100 3568 7 1600 300Φ

500A

(동성에스텍)
4극 450W 5620 9537 16 1580 500Φ

표 3-64 실험에 사용된 송풍팬의 사양

두 종류의 송풍팬을 풍력 발전 시스템에 연결하여 시험한 결과, 두 종류의 송풍팬 모두

현 시스템 하에서 정지상태에서 정상 속도까지 회전하기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단, 500W 팬의 경우에는 초기 작동 시작 시의 기동 전력이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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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부하가 배터리 출력 전압을 순간적으로 인버터의 작동 전압 범위보다 낮게 떨

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시스템에 사용된 인버터는 배터리의 DC 12V 출력을 일

반적인 전기 장비에 사용 가능한 AC 220V로 변환시켜주는 상용 제품으로, 인버터의 입

력 전압이 12V ± 1.5V를 벗어나면 작동이 멈추게 되는데, 500W의 팬을 가동시킬 경우

기동 전력에 의하여 인버터에 공급되는 전압이 순간적으로 10V 정도로 감소하게 되며

인버터의 작동이 멈추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터리와 인버터의 연결선의 저항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결 전선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저항이 적은 굵은 배선으로 교체

한 결과, 이러한 초기 부하에 따른 작동 불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팬의 작동을 실험한 결과, 300W 팬의 경우 약 115～118W의 전력이 소비되었으며, 팬의

작동 초기 기동 전력으로는 약 152W 정도가 소요되었다. 송풍팬의 경우 정격전력이

300W이더라도 송풍팬 전후의 압력차가 적다면, 즉 부하가 적다면 더 적은 전력으로도

팬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15W 정도만이 팬의 구동에 소비가 되었으며, 이는 팬

의 설치 장소와 환경에 따라 충분히 300W 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동작은 약 3시

간 정도 작동시켰으며, 그 후 배터리의 전압은 12V 이하로 감소되어 작동을 중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출력 전압이 10V 정도로 감소될 때 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

술적으로는 약 6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500W 팬의 경우, 가동 시 소비 전력은 약 460～470W 정도로 나타났으며 실제의 정격

전력인 500W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초기의 기동 전력은 약 600W 이상이 측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작동 시간은 45분간 작동 후 배터리의 출력 전압이

약 11.7V로 감소되었으며, 산술적으로는 1시간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나 초기의 기동

전력 때문에 이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 결과, 풍력 발전 시스템의 배터리 출력을 이용하여 축사 내부 송풍팬을 작동시키는

데는 배터리 용량과 소비 전력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단, 송풍팬의 초기 기동전

력에 따른 초기의 전압 감소와 그에 따른 전기 기기들의 작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배선 연결 과정에서 전기적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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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력 열변환 시스템의 활용

가. 개요

원래 풍력 같은 변동이 큰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 저장이 필수적이지만, 이것을 열

의 형태로 변환하면 저탕조로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축산 시설

의 경우 특히 겨울철에는 현실적인 에너지 수요가 난방에 필요한 열에너지에 초점이 맞

춰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 변환은 큰 효용을 가지고 있다. 풍력 열교환의 또 다른 이점은

열역학 제 2법칙이 나타내는 것 같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에서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경우

의 변환효율은 100 %로 변환 효율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풍력터빈이 흡수한 바람의 에

너지를 거의 손실 없이 열로 변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람이 가진 에너지 중 풍력 터빈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최대 59% 정

도이며, 이를 Betz의 효율이라 한다. 따라서 실제로 풍력 터빈이 흡수하는 에너지는 실제

바람이 가진 운동량의 약 40% 내외 정도이다. 이를 전기로 변환할 경우 발전기, 인버터

등에서 약 10%의 에너지가 손실되며, 실제로 전기로 생산되는 에너지는 30% 이하이다.

특히 소형 발전기의 경우는 손실량이 더욱 커져서 30%의 효율도 얻기가 힘들게 된다. 하

지만 풍력 터빈이 흡수한 에너지를 전기 설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열 에너지로 전달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풍력 터빈이 흡수한 40%의 에너지를 모두 열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림 3-242 풍력 발전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의 종류

즉 풍력 열변환의 이점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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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의 저장이 쉬움

§ 축산 시설에서 열에너지의 수요가 높음 (계절적으로)

§ 에너지 변환의 손실이 거의 없음

이에 따라 겨울철과 같이 이용 목적이 열인 경우에는 풍력 발전을 통하여 바람을 전기

로 변환하고 전기로부터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의한 풍력을 직접 열

로 변환하는 쪽이 변환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없게 되어 효율이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 환기를 통해 손실되는 시설 내부의 열에너지를 배기팬의 풍력 열변

환으로 다시 보충해 줄 수 있다면, 보충된 열에너지만큼 환기량을 더욱 높일 수 있어서

시설 내부의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경영비 절감은 물론이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풍력을 직접 열로 교환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의 특징

을 정리하면 표 3-6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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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체끼리의

마찰에 의한 방

식

Ÿ 풍차로 구동되는 브레이크 드럼 또는 브레이크 디스크에 브레이

크 슈를 눌러 닿게 하여 마찰면에 발생하는 마찰열을 물 등의

유체에 흡수시켜 이용하는 방식

Ÿ 저속회전에서도 큰 토크를 흡수할 수 있어 증속할 필요가 없다

Ÿ 마찰면의 마모가 있어서 보수를 필요로 하고 불안정해지기 쉬운

결점이 있다

Ÿ 마찰면의 열을 운반하기 위한 유체시스템을 별도로 필요로 한다

2) 고체와 액체

의 마찰에 의한

방식

Ÿ 열의 일상당량을 구한 줄(Joul)의 고전적인 실험 장치와 동일한

원리로서, 장애물 판이 붙은 축을 액체 중에 회전시키는 유체교

반 방식

Ÿ 마모의 우려가 없다.

Ÿ 저속에서는 충분한 흡수 토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증속을 필

요로 한다.

Ÿ 고속에서는 유체가 고체에서 박리하고 캐비테이션에 의한 침식

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수 범위를 넓게 취할 수 없다.
3) 기체끼리 또

는 기체와 고체

의 마찰에 의한

방식

Ÿ 공기의 단열압축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기체와 고체의 마찰을

이용하는 방식

Ÿ 소규모의 경우는 피스톤식 압축기, 대규모의 경우는 터보식 압축

기를 사용하지만, 소음발생이나 부하 제어 등에 문제가 있다.

4) 유압펌프와

오리피스를 조합

한 방식

Ÿ 액체끼리의 마찰에 의한 방식

Ÿ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

Ÿ 풍차에 의해 바람에너지가 기계에너지로 변환되고, 다음에 기계

에너지는 유압펌프에 의해 압력에너지로 변환된다. 압력에너지는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운동에너지로 변환되고, 그 출구 유로에

서 운동에너지는 열에너지로 변환된다.

5) 와전류를 이

용한 방식

Ÿ 기계적인 열교환을 하는 다른 방식들과 달리 와전류를 이용하는

방식

Ÿ 여자코일을 흐르는 미소의 전류에 의해 여자되는 자장 사이를

로터의 이가 회전하기 때문에, 자속의 맥동이 일어나서 와전류가

발생한다.

Ÿ 와전류는 로터에 회전저항을 주고, 동력을 흡수시켜 외부에 회수

된다.

Ÿ 이러한 부하제어는 전기적으로 행해지므로 응답성이 좋고, 풍차

로터의 회전제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표 3-65 풍력 열변환의 다섯 가지 방법과 각각의 특징

본 장에서는 풍력에너지의 열변환 성능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실용가능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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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안을 제시하고자 단순화된 형태의 열변환기를 제작하고 시험하였다.

나. 열변환 성능의 실험

1) 열변환 장치 제작

본 시험에서는 고체와 액체의 마찰에 의한 방식을 이용한 열변환기를 제작하여 실험하

였다. 아직까지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메커니즘이 해

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변환기의 설계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내외의 많은 사례들

을 통하여 주요 설계 방안을 결정하였다. 현재 고체의 회전에 의하여 액체의 온도를 상승

시키는 방식은 다양한 이름과 용어로 설명되어 있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원심 발열 (centrifugal heat pump), 물의 마찰열, 회전력을 이용한 보일러 등으로 설명되

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Rotation to heat conversion, kinetic (energy) to heat conversion,

Joule's experiment, fluid friction heater, oil friction heater, cavitation heater, rotary

friction heating, water vortex heat generation 등으로 언급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구 및 제작 사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터의 형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

나는 Joule의 실험에서와 같은 풍차 형태의 로터이고, 다른 하나는 디스크나 원통형의 형

상의 로터로서 표면에 미세한 홈들을 만들어 놓은 형태이다. 본 실험에서도 기존 연구들

과 같이 두 가지 형태의 로터를 제작하여 시험해 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열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경험적인 제작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Ÿ 로터의 회전수가 클수록 훨씬 효율이 높아진다. 약 1,000～1,700 rpm 또는 그 이

상일수록 유리하다

Ÿ 로터와 스테이터의 사이 간격은 1/8‘’～1/4‘’ 정도로, 즉 3～6mm 정도로 매우 작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Ÿ 원통형 열변환기의 직경보다는 높이를 높게 하는 것이 유리하며, 유체는 가득 채

우는 것이 유리하다

Ÿ 유체로는 어떤 종류의 유체를 써도 상관없지만 transmission oil 등이 조금 더 높

은 효율을 보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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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열변환기 로터의 설계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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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 실험성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열변환기를 설계하였다. 먼저 로터는

풍차형과 디스크형의 두 가지로 제작하였으며 설계안은 그림 3-243와 같다. 로터의 설계

는 로터와 스테이터 간의 사이 간격이 유지되도록 가능한 정밀하게 제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스크형 로터는 디스크 표면에 작은 홈을 만들어 유체 마찰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열변환기의 스테이터는 열변환기의 외형으로서 내경이 175 mm가 되도록 제작하여 로터

와 스테이터의 측면 간격이 3 mm가 유지되도록 제작하였고, 로터와 스테이터의 아랫측

간격은 3 mm 가 유지되도록 제작하였다. 아랫면과 윗면의 회전축과 만나는 부분은 베어

링으로 고정하였고, 유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무패킹을 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44 열변환기 외형 및 스테이터의 설계

제작된 열변환기의 모습은 그림과 같다.



- 294 -

그림 3-245 열변환기의 제작 모습

로터의 회전은 2마력의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인버터를 이용하여 회전수를 0～1800 rpm

까지 변환하도록 제작하였다. 유체는 편의상 물을 사용하였으며, 약 4L 용량의 열변환기

내에 2L에서 4L 정도 물을 채워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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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열변환기 시험 모습

2) 열변환 실험 결과

열변환기 로터의 회전수와 열변환기 내의 물의 양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두 개의 로터 형태에 따라 실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터 회전

수 (RPM)

투여 전력

(W)

물의 양

(kg)

물의 온도

상 승 량

(℃)

물의 열

획득량 (J)

에너지 변

환 효율

(%)

실험 1 900 230 2.00 1.1 9,240 13.40

실험 2 1800 593 2.00 10.7 89,880 50.51

실험 3 900 239 4.00 1.6 26,880 37.49

실험 4 1800 800 4.00 11.1 186,480 77.70

표 3-66 풍차형 로터에 의한 열변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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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 회전

수 (RPM)

투여 전력

(W)

물의 양

(kg)

물의 온도

상 승 량

(℃)

물의 열

획득량 (J)

에너지 변

환 효율

(%)

실험 1 900 225 2.00 2.3 19,320 28.64

실험 2 1800 499 2.00 5.7 47,880 31.99

실험 3 900 225 4.00 0.8 13,440 19.92

실험 4 1800 524 4.00 4.6 77,280 49.20

표 3-67 디스크형 로터에 의한 열변환 실험 결과

풍차형 로터의 경우 로터의 회전수를 증가시켰을 때 회전 에너지의 열 변환 효율이 크

게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회전수를 900 rpm에서 1800rpm으로 2배 증가시켰을 때, 에

너지 변환 효율은 물이 2kg일 때 13%에서 약 50%로 약 4배 정도 증가하였고, 물이 4kg

일 때에는 약 37%에서 78%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물의 양을

증가시켰을 때에는 회전수가 900rpm일때에는 약 13%에서 37% 정도로 약 3배 정도 증가

하였으며, 회전수가 1800rpm일때에는 약 50%에서 78% 정도로 효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대 효율은 로터 회전수가 1800rpm이고 물의 양이 4kg 일 때 약 78%로 나타났다.

디스크형 로터의 경우에는 로터의 회전수 증가에 따라 2kg의 물은 29%에서 32% 정도

로 근소하게 효율이 증가하였으며, 4kg의 물은 20%에서 49% 정도로 2배 이상 증가하였

다. 물이 양이 증가하면서는 900 rpm의 회전수에서는 29%에서 20%로 오히려 감소하였

으며, 1800rpm의 호전수에서는 32%에서 49%로 약 54%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회전수

고 높고 물이 가득채워졌을 때 에너지 변환 효율 또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효율

값은 약 39% 정도에 그쳤다.

풍차형 로터와 디스크형 로터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풍차형 로터가 동일한 회전수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였다. 동일한 조건의 실험 1, 실험 2, 실험 3, 실

험 4에 대하여 디스크형 로터는 풍차형 로터에 비하여 로터를 회전시키는데 각각 약

98%, 84%, 94%, 65% 정도의 동력 만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물을 회전시키는데 부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열로 변환될 수 있는 최대 에너지 또한 적음을 의미한다.

한편 열변환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다. 열변환기를

작동하는데 동력이 많이 들거나 적게 드는 것은 열변환기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

국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아야 실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열변환기의 작동 동력은 풍력

발전기의 규모나 회전 특성에 맞춰 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열변환기의 규모, 로터

의 형태 등이 재설계 될 것이다.

현재 열변환기의 효율은 약 78% 정도로서, 입력 동력으로는 약 800W를 필요로 한다.

전반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변환기 내부에 유체를 가득 채워야 하며, 로터의

회전수를 가능한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현재 열변환기를 실제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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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접목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에너지 변

환 효율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열변환기의 입력 동력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풍력 발

전 시스템에서 풍력 터빈이 흡수하여 발전기로 전달하는 동력이 약 400～500W 정도로

추정되므로, 현재 열변환기의 설계 변경을 통해 높은 효율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열변환기의 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다.

Ÿ 열변환기 내부 로터의 회전수를 1800rpm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풍력 터빈의 회전

력은 벨트에 의해 열변환기 로터에 전달되는데 이때 벨트 풀리의 크기 조정을 통

하여 풍력 터빈과 로터의 회전비를 조절할 수 있다. 현재 풍력 터빈의 회전속도는

약 500～700 rpm에서 형성되므로 이를 1800rpm이나 그 이상으로 가속시키려면 약

1:3.6 또는 그 이상의 비율로 풀리를 제작해야 한다. 단, 로터의 회전수가 증가하게

되면 현재 이상의 입력 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열변환기의 규모를 더욱 줄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Ÿ 동일한 용량의 열변환기에 대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체의 마

찰을 증가시켜야 한다. 유체의 마찰은 열변환기 스테이터와 로터 사이에서 발생하

므로, 로터와 스테이터의 접촉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열변환기의 직경을

최소한으로 하고 높이를 늘리는 방법으로 동일한 체적의 열변환기의 접촉면을 증

가시키고 에너지 변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Ÿ 열변환기 로터의 형태는 현재의 규모에서는 풍차형 로터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로터의 세부 형상과 블레이드 개수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Ÿ 열변환기의 규모는 입력 동력의 크기에 따라 정해야 하며 현재 실험 결과로는 풍

력 발전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2L 이하가 적절할 것이다. 회전수가 2배 증가

되었을 때 입력 동력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회전수를 1800 rpm 이상으로 증

가시키기 위해서는 열변환기의 용량을 1.5L 또는 1L 정도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Ÿ 유체의 종류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적절한 유체를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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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통 연계 및 송전

가. 개요

풍력 발전을 이용한 분산형 발전은 비교적 발전 출력 용량이 적고 출력이 불안정하여

실제 대상 건물이나 시설의 소비 전력 용량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계통 연계란 분산

형 발전의 출력을 기존의 전력 회사가 공급하는 상용 계통 라인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 전력 소비량이 적거나 분산형 발전에서 충분한 용량이 발전될 시에는 분산 전

력을 사용하면서 남는 여분의 전력은 전력 회사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할 경우에는 상

용 전원에서 부족한 전력만큼을 공급받아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발전 전력의 재판매의 경우는 설비 용량 200k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

력거래소를 통하여 판매를 하게 되며, 200kW 이하의 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

고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이때는 매월 전용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거쳐 확정된 발

전량에 대하여 정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기준가격으로 정산하고, 한전이 매입한 기준가

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발

전차액지원제도) 또한 설비용량 3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에는 별도

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계량기를 역회전시키는 방식으로 한전으로부터 받아

쓴 전력을 자신이 생산한 전력으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통 연계형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통연계형인버터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3kW 이하 급의 계통 연계형 인버터의 개발이 더딘 편이고, 수입되는 제품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정식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자칫하면 대행서비스 비용 등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소형 풍력 발전에 의한 계통 연계 운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소형 풍력 시스템은

독립전원용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실제로 계통연계에 의해

운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최근 저가의 계통 연계형 인버터들이 수입되거나 개발되

면서 활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나. 계통 연계를 통한 에너지 활용성

풍력 발전 시스템을 독립형으로 사용하는 대신 분산형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전

력 계통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을 소형으

로 유지할 경우, 계통 연계형 인버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전력 계통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는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 측에서 기존의 전력 계통과 풍력 발전에 의한 발전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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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용하되 풍력 발전에 의한 발전 전력을 우선시 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발전 전

력이 충분할 경우 발전 전력만으로 소비 전력을 충당하며 남는 여분의 전력은 기존의 전

력 계통에 역으로 상계하게 된다. 반면 발전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의 전력 계통을 사

용하게 되어, 불안정한 발전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계통 연계형 인버터는 DC/AC 변환 기능이 있는 기존의 인버터에 계통 연계 기능을 추

가한 인버터이다. 계통 연계 기능이란 기존 전력 회사의 계통 연계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통 연계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저 주파수 보호,

과/저 전압 보호, 단독운전 검출 기능 등을 필요로 한다. 만약 연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장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계통과 연계

하여 운전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발전 전력 시스템에서의 고장의 영향이 기존

전력 계통에 파급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계통 연계형 인버터를 이용할 경우, 시스템의 주 목적은 발전 전력을 사용하는데 있으

며, 만약 추가로 남는 여분이 생길 경우, 기존 전력 계통에 역으로 송전하여 이득을 취한

다. 이때 역으로 송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단순히 기존의 계량기를 역회전 시켜 얻

어지므로 기존 전력 계통의 전력 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여길 수 있다(“소규모 신재생

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호). 현재 이러한 시스

템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에서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일

반보급 사업 등을 통해 설치 기준 단가의 50～60%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활성화되

어 있다.

풍력 발전 시스템을 기존의 전력 계통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다른 방법은 발전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호)에 따르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

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는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 즉 한전과

바로 거래할 수 있다. 단,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10kW 이상의 용량에 대해서 판매가 가

능하므로, 여러 대의 풍력 발전 시스템을 결합하여 농장 단위로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동 지침에 따르면 전기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

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경

비도 경제성을 평가할 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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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렬 시스템을 통한 효율성 증대

가.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풍력 발전 시스템은 300W의 발전 전력을 얻을 수 있지만 전력 활

용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전 전력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반 가정용 전력의 설계 용량은 약 3kW 정도이며, 육계사 1개 동의 설계 용량은

약 20kW 정도이다. 따라서 300W 급 발전 전력으로는 순전히 하나의 소비 시스템에 전

력을 공급할 수 없으며, 한 시스템 중 일부, 즉 조명, 팬 작동, 등의 한 전기 기기 또는

그 전기 기기 중에서도 일부에만 전력을 공급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는 일반 주택이나 축사 등의 한 시스템 내에서도 조명, 전기 기기 별로 전기 배선을 분리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며 전기 사용측면에서도 서로 간에 전력 여분의 교환도 어려

워져서 비효율적이 된다. 따라서 풍력 발전 시스템을 병렬로 연결하여 발전 전력 용량을

증가시킨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할 경우, 하나의 건물 또는 다양한 전기 기기에 효율적

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병렬 구성의 활용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풍력 발전 시스템이 설치된 육계사에는 11개의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육계사에서는 10개 이상의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산

술적으로 한 건물 당 약 5대의 풍력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한 건물 당 약 1.5kW의 전력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 농장에 4～5 동의 건

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약 6～7.5 k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병렬 시스템을 구성할 때 각각의 풍력 발전 시스템 마다 동일한 부하가 작용해야 하고

입력 동력이 달라질 경우 전체적인 인버터의 설계 내용 등이 모두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

에 여러 대의 풍력 발전 시스템의 입력부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각각의 풍력

발전 시스템에서 나오는 출력 전력을 합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출력을 하나의 출력으로 합치기 위

한 별도의 대용량 저장소를 두고, 이 저장소에서 하나의 출력을 얻는 방법이다. 이때 각

각의 풍력 발전 시스템에 있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출력들을 조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들

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역류 방지 처리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구성 하에서는 풍

력 발전 시스템들에서 발전된 전력을 고용량의 하나의 독립적인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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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풍력 발전 시스템들을 각각 분산형 출력으로 두고, 각각의 출력을 계

통 연계형 인버터를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이다. 저장소나 인버터 등의 가격이 전기 용

량이 커짐에 따라 훨씬 더 상승하는 점에 비춰볼 때, 고용량의 전기 설비를 제작하는 것

보다 저용량의 전기 설비들을 분산형으로 제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물론 이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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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풍력 발전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가. 풍력 발전 시스템의 단가 및 경제성 산정

현재 소형 풍력 발전 분야에 대한 국내 시장 규모가 매우 작고 발전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제작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 취약하므로 소량의 풍력 발전 시스템을 제작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의 절감이 시급하다.

풍력 발전 시스템의 각 부분별 단가를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풍력 터빈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① 나무 등의 재료를 깎아서 만드는 방법

②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적층에 의한 성형 방법

③ 금형을 이용한 사출 성형에 의한 방법

재료를 깎아서 만드는 방법은 본 연구에서 시험용 블레이드를 제작하면서도 사용한 방

법으로 재료의 외형을 깎아서 제작하기 때문에 내부가 비어있지 않으므로 블레이드의 무

게가 무거운 단점이 있으며, 나무와 같이 재료가 불균일할 경우 3매 블레이드의 무게가

서로 달라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깎아서 만드는 특성 상 블레이드 끝의

얇은 부분을 제작할 때에는 파손되는 사례가 많아 제작 실패에 따른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풍력 블레이드와 같은 제품을 전문적으로 CNC 가공으로 제작

할만한 제작소가 없기 때문에 CNC 가공이 가능한 중소 업체들에서 제작이 가능하며 비

용은 블레이드 1매당 30 ～ 200만원 수준으로 천차만별이며, 제품의 완성도 또한 천차만

별이다. 이 방법은 소량의 제품을 만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제품화를 위하여 제

작할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FRP를 이용한 성형 방법은 풍력 터빈용 블레이드를 제작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

는 방법이다. FRP 성형의 특징은 큰 규모의 설비가 불필요하여 간단한 형태는 직접 제작

하기에도 알맞다. 내부를 비어있는 구조로 제작할 수 있어 가볍지만 소재에 따라 강하고

내구성 높게 제작할 수 있으며, 하나의 몰드를 제작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복제품을 만들

수 있으므로, 대량으로 만드는데도 적절하다. 하지만 몰드에 여러 겹의 섬유를 적층하여

제작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심한 작업을 필요로 하며, 숙련도에 따라 하나의 몰드

로 반복 제작할 수 있는 복제품의 수가 차이가 나게 된다. 국내에서 제작 시, FPR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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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몰드를 제작하면 약 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약 50 ～ 100 매 정

도의 블레이드가 제작이 가능할 것이며, 가격은 블레이드 1매 당 10만 원 정도로 예상된

다.

금형을 이용한 사출 성형 방법은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정교한 틀에 합성수지를 채워 굳히는 작업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므로, 동일한

형상을 빠른 시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금형 제작에 상당한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품의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만 경제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금형의 제작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약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며, 금형이 완성되면 블레이드의 제작은 1매당 1.5 ～ 2만원 또는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 터빈용 블레이드를 제작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중 대량 제작에는 적절하지 않은

첫 번째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두 방법에 대하여 제작 단가를 그림 3-247과 같이 비교하

였다. FRP 성형의 경우에는 몰드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몰드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의 수가 적고 제품의 제작 과정에서 수작업이 많아 개수당 제작비용이 조금 비싼 편

이다. 반면, 금형 사출에 의한 방법은 금형의 비용이 매우 비싸지만 하나의 금형으로 많

은 수의 블레이드를 매우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작 단가를 비교하면,

FRP 성형의 경우에는 50개 미만에서는 제작단가가 140,000원 이상이지만 100개 이상 부

터는 약 122,000원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금형 사출에 의한 경우에는 50개 미만에서는

1,000,000원 이상으로 제작 단가가 높았지만, 수량이 증가할수록 크게 감소하여 1000개 생

산 시에는 65,000원 까지 감소하였다. 수량이 480개 이상일 때에는 금형 사출에 의한 제

작 단가가 FRP 성형에 의한 제작 단가보다 낮아졌으므로, 대량 생산일수록 금형 사출에

의한 블레이드의 제작이 더 경제성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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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풍력 터빈용 블레이드의 제작 단가 비교

블레이드를 연결하는 허브 부분은 연구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블레이드를 다양

한 각도로 연결하고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제작이 되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실제 제품 제작 및 생산 시에는 허브의 형태를 최소화하고, 블레이드의 연결

부위도 변경하여 단순한 형태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2) 발전기

발전기는 영구자석을 이용한 동기식 3상 교류형태로 제작한다. 대량 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 발전기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 및 조립비, 검사비 등의 제반 비용의 단가는 표 3-68과

같이 추정하였다. 이 중 주물로 제작되었던 발전기 외형 및 커버들 (frame), 앞뒤의 브라

켓, 로터와 스테이터의 코어들은 제품화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는 금형을 이용하여 성형하

여 제작하여야 한다. 이때 금형의 비용은 대략적으로 약 1.8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작단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48에 따르면, 1

대당 제작비를 763,230원으로 하고, 금형비용을 2억 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제작 수량에

따른 제작 단가를 산술적으로 추정한 결과, 약 160대 까지는 2,000,000원 이상으로 나타났

으며, 500대 까지는 1,170,000원, 1000대일 경우에는 963,000원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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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재료 단가 수량 금액

BRACKET - F DIE CASTING 9,500 1 9,500

BRACKET - R DIE CASTING 9,500 1 9,500

FRAME DIE CASTING 25,000 1 25,000

HUB S45C 12,000 1 12,000

ROTOR CORE 50A600 38,000 1SET 38,000

STATOR CORE 50A600 49,000 1SET 49,000

SHAFT SUS 45,000 1 45,000

REAR COVER DIE CASTING 25,000 1 25,000

BRUSH HOLDER SUB M32 25,000 3 75,000

SHAFT FOR MAST S45C 35,000 1 35,000

GUIDE RING PA66 8,000 3 24,000

CORE SIDE PLATE SPC 5,000 2 10,000

MAGNET N41H 8,000 8 64,000

PACKING류 10,000 5 50,000

STATOR WINDING COIL,W/D,함침 80,000 1SET 80,000

전기부품 50,000 1SET 50,000

잡자재(베어링,볼트,와샤등) 50,000 1SET 50,000

조립비 80,000 1SET 80,000

검사비 10,000 1SET 10,000

LOSS 3% 22,230

합  계 763,230

표 3-68 발전기의 제작 단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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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발전기의 제작 수량별 제작 단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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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워부

타워부는 초기에 12T의 강판으로 바닥 지지부를 만들고, 6T의 강판으로 상부 거치대를

제작했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고 무거운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더 얇은 강판을 사

용하여도 충분한 강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강판의 두께를 줄여 제작 단가를 줄

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산정된 타워부의 예상 제작 단가는 다음 표 3-69와 같다.

구분 실크기 (㎜) 철판 크기 (㎡) 두께 (mm) 수량 중량 (kg)

바닥 지지부 ∅1000 1 6 1 47.4

상판 옆면 1965*450 1 4 2 63.2

상판 앞면 1965*170 0.4 4 1 12.64

상판 뒷면 2300*170 0.46 4 1 14.54

계 137.78

제작 여유 20%

총중량 165

총금액 (단가: 1000원/kg) 165,000원

가공비 350,000원

도장비 100,000원

총 계 615,000원

표 3-69 발전기 타워부의 제작 단가 추정

4) 전력 변환기

전력 변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며,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 기기들은 본

풍력 발전 시스템의 출력 범위에 적합한 상용품이 없기 때문에 설계 제작을 주문하여야

하므로 단품의 단가가 비싼 편이다. 하지만 수량의 증가로 단가 절감이 되었을 시의 추정

제품 단가를 산정하여보면 다음 표 3-7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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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수량 소요 금액 (원)

3상AC/DC 컨버터 1 200,000

DC/DC 컨버터 겸 배터리 충전기 1 200,000

배터리 (12V 30Ah) 4 480,000

계 880,000

표 3-70 전력 변환기의 제작 단가 추정

5) 전력 출력부

전력 출력부는 배터리에 충전된 또는 충전중인 전력을 송풍팬이나 조명 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12V 직류 전력을 상용의 220V 교류 전력으로 바꿔주는 DC/AC 인버터로 구

성된다. DC 12V를 AC 220V로 바꿔주는 인버터는 일반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

므로, 별도의 개발 또는 제작에 의한 방법보다 더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다. 제품마다 차

이는 있지만, 500W 급의 출력을 가진 제품은 약 100,000원 내외로 구입이 가능하며

1000W 급의 출력을 가진 인버터는 약 150,000원 내외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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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구성품

전력 변환기 및 출력부의 전력 사용 현황을 측정하여 표시해 주는 장치들과 냉각장치

및 케이스 등의 악세사리 등에 대한 추정 비용은 다음 표 3-71와 같다.

구성품 소요 금액 (원) 비고

전압 측정기 45,000 DC용 & 디스플레이

전류 측정기 40,000 DC용 & 디스플레이

전력량계 35,000 AC용 & 디스플레이

배터리 잔량계 6,000 display

방열판 22,000 인버터, 컨버터 용

냉각팬 12,000 케이스 장착용

케이스 50,000 배전용

스위치 및 배선 10,000

계 220,000

표 3-71 기타 구성품들의 제작 단가 추정

7) 풍력 발전 시스템의 단가 산정

앞 서 산정된 각 구성에 대한 단가를 조합하여, 풍력 발전 시스템의 최종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풍력 터빈과 발전기 부분은 초기의 금형 제작비가 소요되므로, 향후 제작될 제

품 수에 따라 제작 단가가 감소하게 된다. 단, 풍력 터빈의 경우 하나의 시스템에 3매의

블레이드가 포함되며, 500매 이상, 즉 약 160대 이상 제작 시에는 금형 사출 방법으로 제

작하도록 단가를 산정하였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관리비와 이윤은 제작비 총액의

15%로 설정하였다.

초기에 100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제작 단가는 약 5,863,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500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764,000원, 1,000대일 경우에는 3,477,000원 정도로 감소하였

다. 약 10,000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그 비용은 3,229,000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물론

현재의 가격 추정 과정에서는 타워부, 전력 변환기, 전력 출력부, 기타 구성품 등의 제작

품들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였으므로, 향후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의 절감은 충

분히 가능하다. 대량 생산에 따라 전력 변환기와 전력 출력부의 가격이 현재 1,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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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약 830,000원으로 약 300,000원 정도 감소한다면 실제 제품 가격은 300만 원 이하로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풍력 발전기들을 살펴보면, 약 500W급 소형 풍력 발전기는 타

워부와 배터리를 포함할 시 약 5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중국산

수입품들은 배터리와 타워부를 제외하고 약 150～180만 원 정도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

만 대부분의 상용 제품들은 자연풍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12m/s 정도의 고속의

바람에 대해서만 정격 출력이 확보되므로, 실제 평소의 바람 상태에서는 50%의 출력을

내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풍력 발전 시스템의 출력 성능과 가격을 고려할 때, 제

시된 가격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품 수

구성품
100 500 1,000 10,000

풍력 터빈 370,000 145,000 95,000 60,000

발전기 2,763,230 1,163,230 963,230 783,230

타워부 615,000

전력 변환기 880,000

전력 출력부 250,000

기타 구성품 220,000

제작비 계 5,098,230 3,273,230 3,023,230 2,808,230

관리비 및 이윤 포함

(15%)
5,862,965 3,764,215 3,476,715 3,229,465

표 3-72 최종 풍력 발전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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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용 방안들의 비용-효과 비교 분석

1) 풍력 발전 시스템의 비용-효과 분석

풍력 발전 시스템의 초기 구입 가격은 1,000대를 생산하는 기준에 따라 약 3,500,000원

정도로 산정되었다. 초기 구입비용 외에 풍력 발전 시스템의 운영 중에는 주기적으로 배

터리의 교환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수명은 약 3～5년 정도이지만, 배터리

의 충전량이 너무 낮아질 경우 다시 충전하더라도 영구적인 성능 감소가 나타나게 되므

로 배터리의 수명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본 풍력 발전 시스템에

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의 충전량이 최소 한계치보다 낮아지

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오랜 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어 5년을 교체 주기로 설정하였다. 배터리의 교체 비용은 현재 산정된 480,000원의 가격

이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실제로는 저렴해지겠지만, 현재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

여 산정하기로 하였다.

풍력 발전 시스템에 의한 발전량은 당초 목표였던 300W를 달성하였으며 측정을 통하여

그 이상의 발전량이 확인되었으나, 안정적으로는 300W가 발전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발전기에 의해 실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간 비율을 나타내는 설비가동률은 이론적으로

는 환기팬이 작동하고 있는 내내 가동되고 발전이 이루어지므로 연중 가동되는 환기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100%에 가까운 설비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스템

의 정기적인 관리와 비상시의 점검 시간 등에 약 5% 정도 할애될 것으로 예상하여 설비

가동률은 9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풍력 발전 시스템의 초기 구입비, 5년 주기의 배터리 교환 비용을 고려하여 풍력 발전

시스템의 비용을 산정하였고, 95%의 설비가동률로 풍력 발전 시스템의 전력 생산량을 계

산하였을 때, 발전 단가를 계산하면 다음의 그림 3-24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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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풍력 발전 시스템의 비용 및 발전 단가 산정

풍력 발전 시스템의 비용은 초기 3,500,000원의 구입비용에 매 5년 마다 배터리 교환 비

용에 따른 440,000원이 추가되어 산정된다. 풍력 발전 시스템에 의한 전력 생산량은

300W의 출력이 95%의 가동률로 가동되면서 전력을 생산한다. 1년을 가동하여 생산한 전

력량으로 시스템의 비용을 발전 단가로 환산할 경우 약 1,400원 정도로 매우 높지만, 기

간이 길어질수록 발전 단가는 점차 감소한다. 시스템을 5년 기간 동안 유지할 경우에는

발전 단가는 319원으로 감소되었으며, 10년, 15년, 20년에 대해서는 각각 179월, 132월,

109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발전 단가는 풍력 발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

용과 전력 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 간의 균형이 유지되는 기준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발전된 전력의 가치가 1 kWh 당 179원이라면, 풍력 발전 시스템은 10년에 손익 분기

점을 넘어 그 이후로는 이익을 생성하게 되며, 발전된 전력의 가치가 132원이라면 15년이

손익분기점, 즉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림 3-249에 나타난 발전

단가는 투자 비용과 발전량에 의한 최소한의 이익을 개략적으로 비교한 결과로서, 풍력

발전 시스템에 의한 2차적인 이익과 효과를 고려한다면 풍력 발전 시스템의 손익분기점

과 자본 회수 기간은 더욱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의 발전 단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재 발전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에너지원들의 발전 단가와 비교하였다. 지식경제부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에

서 공개된 주요 원료원별 발전 단가를 비교해볼 때 (그림 3-250), 원자력이 3.72원/kWh

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유연탄은 53.66 원/kWh,무연탄은 80.09 원/kWh, LNG기 133.61

원/kWh로 나타났으며, 유류는 256.13 원/kWh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미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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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풍력 발전 시스템의 발전 단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발전

단가들은 연료비만 반영한 단가이므로, 발전 시설과 시설 유지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발전 단가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연료 원들에 대하여 발

전단가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전후로 크게 순간적인 상승을 보인

이후, 2009년부터는 상승의 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와 유류는 특히 발전 단가

의 변동과 상승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제적인 원료 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원료 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기존 원료

들의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본 연구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성은

더욱 신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250 연료원별 발전단가 비교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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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력 발전 시스템의 경제․산업적 효용

풍력 발전 시스템을 축산 시설에 도입함에 따라 단순히 전력 생산을 통한 이익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경제․산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Ÿ 탄소 배출 저감 및 공해 물질 배출 저감 효과

Ÿ 소형 풍력 발전 기술의 국산화

Ÿ 축산업의 친환경 인식 제고

Ÿ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방향 확대

가) 탄소 배출 저감 및 공해 물질 배출 저감 효과

풍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함에 따라 기존의 발전 체제에서는 생성된 에너지만큼

발전을 절약하게 되고, 이에 따라 탄소의 배출도 저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탄소

배출의 저감 효과는 금전적인 효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실제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탄소 배출의 저감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탄소 배출권의

거래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 배출권 거래 제

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이 할당량보다 초과하여 배출하면

배출권을 구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EU, 뉴질랜

드에서는 의무적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는 자발적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의한 청정

에너지의 개발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원을 대체하므로, 그만큼 탄소의 발생

을 저감하여 배출허용량에 여유분을 제공하게 된다. 즉, 청정에너지원에 의해 생성된 에

너지량에 따라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세부적인 법률과 지침

은 제정되고 개선되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및 국가의 녹색경쟁력 제고의 의미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긍정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인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05년부터 꾸준히 성정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지속적

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탄소 배출에 따른 부가적인 이익도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탄소 배출권의 가격

변동 추이는 그림 3-25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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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 유럽 내 CER 가격의 변동 (출처: BlueNext, http://www.bluenext.eu)

2008년 이전만 해도 탄소배출권 (CER)의 가격은 20 €/T를 상회하였으나, 최근에는 급

격히 감소하여 3～4 €/T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탄소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해외 사례들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3～20 €/T의 가격은 1,500 원의 유로화 환율을 적용할 때, 4,500～30,000 원

/T의 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하여, 일반 가정이나 상업 건

물들에서 에너지 절약에 따른 탄소 저감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1 kWh의 전기를 만드는데 424g의 CO2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절약한 전기량

에 따라 저감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10g의 탄소저감량 당 최대 2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 단, 최근 전력거래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 kWh의 전기를 만드는데 470.5 g의

CO2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하기도 하였으므로, 변동의 여지는 있다 (출처 :

http://www.kpx.or.kr/KOREAN/htdocs/popup/pop_1224.html). 이때 탄소에 대한 거래액

은 약 200,000 원/T으로 계산되어 상당히 높은 금액을 나타내었으나, 실제로는 지급액에

상한치를 두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탄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유럽에서는 약 4,500

～ 30,000 원/T 정도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탄

소 저감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풍력 발전을 통하여 기존 발전 시스템의 전력 발전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존 발전 체계에서 발생하던 공해 물질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풍력 발전 시스템 1대를 300W의 출력으로 1년간 95%의 가동률로 운전하여 2497 kWh의

전력을 생산한다면, 약 749～1,248 kg의 석탄을 대체하게 되어, 아황산가스(SO2)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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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20 kg, 질소산화물(NOx)는 약 7～15 kg, 부유분진은 약 1～2 kg, 이산화탄소

(CO2)는 약 1.9～3.1 kg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이를 표 3-73의 대기오염피해비용(DeCicco and Thomas, 1999)을 이용하여 환경피

해 비용으로 환산하면, 아황산가스는 약 31,907～51,050원, 질소산화물은 약 306～611원,

부유분진은 약 4,326～7,571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단, 환율은 1,200 원/$로 가정하

였다. 이산화탄소의 피해 비용을 탄소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인 0.0171 $/kg 으로 가정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약 1,872～3,121 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풍력 발전 시스

템 1대를 연간 운영할 시 공해 물질 배출 저감에 의해 발생되는 효과는 약 74,961～

123,270 원으로 산정되었다.

오염물질 SO2 NOx Particle

대기오염피해비용 ($/kg) 2.13 0.034 3.61

표 3-73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공해 물질의 대기오염피해비용 (DeCicco and Thomas,

1999)

나) 소형 풍력 발전 기술의 국산화

풍력 발전 시스템의 원리와 기술은 이미 연구 개발되고 제품화 되어 있지만, 국내의 비

교적 불리한 풍환경 조건으로 인하여 풍력 발전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국내

환경에서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풍력 발전 시스템의 주요 부품들을 제

작할 수 있는 중소업체들이 많이 사라졌으며, 대부분의 부품과 제품들을 해외수입에 의존

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형 풍력 발전기들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과 제품들을 해외에

의존해 왔으며, 운영 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해외 기술자를 초빙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최근 대형 풍

력 발전에 대한 국산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졌고 현

재는 국산화된 대형 풍력 발전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소형 풍력 발전의 경우 여전히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형 풍력 발전기는 대

관령,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경제성이 있으므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소형 풍력

발전의 경우 국내에서는 풍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연구 개발

시도가 적은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충분한 풍환경이 유지되고 경제성있는 발

전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해외의 풍력 발전기를 수입하여 사용한다면, 지속적으로 발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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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유지 보수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한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의 국산화는 향후 지속적인 소형 풍력 발전 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 축산업의 친환경 인식 제고

현재 축산업은 좁은 시설 면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낳기 위하여 밀집 사육 형식을 따

르고 있다. 이러한 밀집 사육은 충분한 환경 조절 설비가 가동된다면 오히려 적은 면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축에게 지대한 스트레스를 남

기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가축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에 의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

다. 매년 국내의 재난 급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의 집단 발병들이

그 질병의 역학적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중시키는 것임에

는 틀림없다. 이러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은 축산업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축산

물의 안정성을 위협하므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정부와 농림수

산식품부 등의 관련 기관들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축산 선진화와 친환경 축산 활성

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산업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사료 안정, 질병 대책, 악취 및 오염

문제 해소 등 다양한 근본적인 방안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풍력 발전 시

스템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반하여,

친환경을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은 심미적으로도 친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실제로도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하

게 된다. 즉, 소비자가 접하는 축산물이 기존의 축산 시설에서 사육된 가축이 아니라 풍

력 발전 시스템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는 축산 시설에서 사육된 가축일 경우 심리적으로

신뢰감은 조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축산물의 소비성향에 대한 한 연구(윤창

호, 2008)에 따르면, 표 3-74와 같이 친환경 축산물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비율

은 70%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약 18%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약 6%는 친환경

축산과 축산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즉, 약 70% 정도의 소비자

는 친환경적인 축산물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축산업의 친환경 이미

지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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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비율 (%)

아주안전함 22 6.1

조금안전함 114 31.8

보통안전함 137 38.2

안전안한편 58 16.2

전혀뮤안전 6 1.7

잘모르겠음 22 6.1

합계 359 100

표 3-74 친환경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지도 (윤창호, 2008)

라)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방향 확대

정부의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표 3-75과 같이 전체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2.5%에 도달하였다. 물론 선진

국에 비하면 (독일, 10.0%; 덴마크, 20.1%; 프랑스, 8.1%; 스페인, 9.5%; 일본, 3.4%; 미국,

5.7%) 아직 부족한 정도이지만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풍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 보급량 또한 2002년에는 3,700

toe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147,400 toe로 4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풍력 에너

지의 증가는 대규모 풍력 발전기의 발전 단지 조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풍력 발전에 중점을 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는 소형 풍력

발전의 보급에도 많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소형 풍력 발전은 대형 풍력 발전과는 달리

적은 바람으로도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주변의 미관을 해

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면적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에너지원들과 달리 거대한

부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일종의 ‘틈새 발전’으

로서 소형 풍력 발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형 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를 통한 국내의 시장을 형성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태양열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들에 비해 정책적인 지

원도 부족하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형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시장이 형성되기

힘들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축산 시설을 대상으로 충분한 경제

성이 확보될 경우, 모든 축산 시설들이 소형 풍력 발전의 시장이 되므로 수 천～수 만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축산 시설뿐만 아니라 대형 환기팬이 설치

되어 있는 모든 농업 및 산업 시설들은 소형 풍력 발전의 거대 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형성은 곧 소형 풍력 발전을 제작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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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내 소형 풍력 발전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재생에

너지

공급량

2,917.3 4,436.4 4,582.4 4,879.2 5,225.2 5,608.8 5,858.5 6,086.2

(공급비중,

%)
1.8 2.1 2.1 2.1 2.2 2.4 2.4 2.5

태양열 34.8 32.9 36.1 34.7 33 29.4 28 30.7

태양광 1.8 1.9 2.5 3.6 7.8 15.3 61.1 121.7

바이오 116.8 131.1 135 181.3 274.5 370.2 426.8 580.4

폐기물 2,732.5 3,039.3 3,313.2 3,705.5 3,975.3 4,319.3 4,568.6 4,558.1

수력 27.6 1,225.6 1,082.3 918.5 867.1 780.9 660.1 606.6

풍력 3.7 5.2 11.9 32.5 59.7 80.8 93.7 147.4

지열 0.1 0.4 1.4 2.6 6.2 11.1 15.7 22.1

수소.연료

전지
- - - 0.5 1.7 1.8 4.4 19.2

표 3-75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단위 : 천toe)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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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 방안들의 비용-효과 분석

앞서 언급된 풍력 발전 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주요 활용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Ÿ 축사 조명 시스템의 활용

Ÿ 축사 내부 환기팬의 활용

Ÿ 계통 연계 및 송전에의 활용

먼저 기존의 풍력 발전 시스템의 단가 및 운영비에 앞서 산정한 공해 물질 저감에 따른

효과를 추가한 비용-효과 경향은 그림 3-252와 같다. 초기 풍력 발전 시스템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3,500,000원으로 설정하였으며, 5년 주기의 배터리 교환을 위한 운영비는

480,000원으로 산출하였다. 공해 물질 저감에 따른 효과를 추가한 경우, 풍력 발전 시스템

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림 3-252 공해 물질 저감 효과를 고려한 풍력 발전 시스템의 비용-효과 분석

앞선 세 가지 활용 방법들에 대하여 풍력 발전 시스템의 구입비, 운영비 및 공해 물질

저감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고 각 활용 방법들의 비용-효과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단,

풍력 발전 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산업적 효용성들은 정량적으로 효과

를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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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사 조명 시스템의 활용

앞서 실험에 의해 축사 내 조명 시스템의 활용성을 검토한 바와 같이, 100W 백열 전구

를 12W급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운영하였을 때의 전체적인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였

다. 100W 백열전구의 가격은 550원, 수명은 1,000 시간으로 가정하였고, 백열 전구를 작

동시키는데 소요된 전기 사용 단가는 농업용 전기를 기준으로 42.54 원/kWh로 책정하였

다. LED 조명의 구입 가격은 27,900 원으로 가정하였고, 수명은 20,000시간으로 가정하였

다. LED 조명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전기는 모두 풍력 발전 시스템에서 발전된 전기로

충당하는 것을 가정할 때, 풍력 발전 시스템은 25개의 100W급 백열 전구를 12W급 LED

조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253과 같다. 조

명 시스템을 백열전구에서 LED로 교체함에 따라 약 2,500W 정도의 소비전력을 300W

정도로 크게 감소시킨 영향을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약 10년 정도에서 조명 시스템 교체

에 의한 이익은 약 7,039,000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20년일 때에는 약 14,775,000원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풍력 발전 시스템은 약 5년 후에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었으

며, 이후로는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 시스템으로 활용할 경우 이

익은 6년째에 984,000원, 10년에 3,809,000원, 20년에 11,815,000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매년 약 800,000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림 3-253 조명 시스템을 활용한 풍력 발전 시스템 운영의 비용-효과 분석



- 322 -

나) 축사 내부 환기팬의 활용

풍력 발전 시스템에서 발전된 전기 에너지를 축사 내부의 순환용 환기팬을 작동시키는

데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농업용 전기로 공급되었던 전력선을 간단히 대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즉, 풍력 발전 시스템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존에 존재하던 내부 순환

용 환기팬을 42,54 원/kWh 단가의 농업용 전기로 작동시키지 않고, 풍력 발전 시스템에

서 발전된 전기로 작동시키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효과는 간단히 발전된 전력량을

42.54 원/kWh의 단가로 책정한 것과 같으므로, 그림 3-254와 같이 비용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전된 전기 에너지를 너무 낮은 단가의 전기로 활용하는 것과 같

기 때문에 가장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년 후에도 초기의 투자 비용을 회

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4 내부 환기팬을 활용한 풍력 발전 시스템 운영의 비용-효과 분석

다) 계통 연계 및 송전에의 활용

풍력 발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발전 전력을 판매하는 것은 축사의 위치에 따라 송전을

위한 설비 및 부속장치들에 대한 비용이 일정하지 않으며, 10kW 정도의 발전량이 필요

하기 때문에 비용의 산출이 힘들게 된다. 따라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통 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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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를 이용한 기존 전력 계통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러한 경우에는 풍력 발전 시스템에서 발전된 전기가 기존 전력 계통의 전기 단가와 동일

한 값으로 산출되므로, 앞선 내부 환기팬을 활용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풍력 발전 시스템

으로 부터의 발전량과 전력 단가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발전된 전기 에너지를

축사로 들어오는 전력 계통과 연결할 경우 농업용 전기인 42.54 원/kWh로 책정되므로

내부 환기팬을 활용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산출된다. 따라서 발전된 전기 에너지의 가

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된 전력을 농장주나 인근의 가정용 전력 계통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용 전력 계통의 전력 단가로 책정되므로, 풍력 발전

시스템의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가정용 전력 계통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전력 단가

가 차등 책정되지만, 편의상 120 원/kWh로 낮게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3-255와

같다.

초기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는 약 10.5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이익이 산출되었다. 이익은 20년 후에 약 3,032,000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5 계통 연계를 활용한 풍력 발전 시스템 운영의 비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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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개발 목표의 달성도

본 연구 과제의 연구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축산 시설의 환기 기류에 활용 가능한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며,

-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축사의 에너지 회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 풍력 발전 시스템의 경제적 운용을 위한 운영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축산 농가의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축산 농가 보급형 소규모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연차별 연구 개발 과정의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 환기팬의 풍환경 특성 분석

- 환기팬 풍환경에 따른 적정 블레이드 설계 및 분석

◦ 2차년도

- 풍력 터빈과 발전기의 제작 및 성능 시험

- 풍력 터빈과 발전기의 보완 및 성능 개선

◦ 3차년도

- 풍력 발전 시스템의 시험 제작 및 운영 평가

- 풍력 발전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활용 방안 모의 및 적절성 평가

본 연구 과제에서는 당초 정량적인 목표로 두었던 풍력 발전 시스템의 출력 성능 300W

를 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환기팬에 의해 발생되는 회전성 기류를 현장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모의하였다. 기류의 풍속분포에 맞춰 풍력 터빈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익요소운동량이론(BEMT)를 수정한 블레이드 설계 방법을 제안하

고, 그에 따라 최적화를 통하여 풍력 터빈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풍력 발전기는 영구 자석을 이용한 동기식 3상 교류 발전기를 제작하였으며,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체 시스템의 출력을 향상시켰다. 전력 변환부와 출력

부는 풍력 발전기와 풍력 터빈 간의 성능이 조화되도록 전기적 특성을 맞춰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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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워부는 경제성과 심미적 효과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풍력 발전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300W의 전기를 생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환기 시스템에 부하는 약 1.5%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 거의 영향을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최종 풍력 발전 시스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모의하고 그 경제성을 분석하였

으며, 풍력 발전 시스템을 조명 장치와 연계하였을 때 약 5년 만에 초기 투자 비용을 회

수하고 매년 약 800,000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높은 경제성을 보였으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 과제의 연구 성과가 관련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형 풍력 발전 기술의 국산화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중요시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에너지 수급 비중을 높이고자 많은 지원과 연

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풍력 분야에서는 최근 대형 풍력 발전에 대해서만 국산화된 기

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형 풍력 발전 분야에서는 아직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풍력 발전기는 대관령,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경

제성이 있으므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소형 풍력 발전의 경우 국내에서는 풍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연구 개발 시도가 적은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

구와 같이 충분한 풍환경이 유지되고 경제성있는 발전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해외의 풍력

발전기를 수입하여 사용한다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지 보수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한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의 국산화는 향후 지

속적인 소형 풍력 발전 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방향 확대이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 비중은 크게 증가해 왔으며, 이 중 풍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 보급량 또한 2002년에는

3,700 toe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147,400 toe로 4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이

러한 풍력 에너지의 증가는 대규모 풍력 발전기의 발전 단지 조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 하지만 대형 풍력 발전에 중점을 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는 소형 풍력

발전의 보급에도 많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소형 풍력 발전은 대형 풍력 발전과는 달리

적은 바람으로도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주변의 미관을 해

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면적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에너지원들과 달리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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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일종의 ‘틈새 발전’으

로서 소형 풍력 발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형 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경제성 확보를 통한 국내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태양열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들에 비해 정책적인 지원도 부족하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형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시장이 형성되기 힘들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전국에 산

재해 있는 축산 시설을 대상으로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모든 축산 시설들이 소형

풍력 발전의 시장이 되므로 수 천～수 만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또

한 축산 시설뿐만 아니라 대형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농업 및 산업 시설들은 소

형 풍력 발전의 거대 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형성은 곧 소형 풍력

발전을 제작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내 소형 풍력 발전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축산업은 밀집사육 등

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년 국내의 재난 급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의 집단 발병들이 그 질병의 역학적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

만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중시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축산업에 대한 부정

적 이미지들은 축산업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므로 이에 대한 시

급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사료 안정, 질병 대책, 악취 및 오염 문제 해소 등 다

양한 근본적인 방안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풍력 발전 시스템과 같이 신재

생에너지의 도입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반하여, 친환경을 대표하

는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은 심미적으로도 친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소비

자가 접하는 축산물이 기존의 축산 시설에서 사육된 가축이 아니라 풍력 발전 시스템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는 축산 시설에서 사육된 가축일 경우 심리적으로 신뢰감은 조금 상

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친환경 축산물의 소비성향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친환

경 축산물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비율은 70%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약 18%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약 6%는 친환경 축산과 축산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잘 모

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즉, 약 70% 정도의 소비자는 친환경적인 축산물에 대해 안전하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축산업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가 축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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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풍력 발전 시스템은 육계사 등의 축산 시설에서 환기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대형 팬에서 발생하는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전하는 시스템이다. 환기

에 사용되고 버려지는 바람 에너지를 재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의 풍력 발전 시스템은 기존 환기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거의 없이 약 300W 정

도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환기팬에서 흘러나가는 바람 에너지의

약 30%를 다시 회수하여 가용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풍력 발전 시스템은 대형 환기팬과 1대 1로 설치가 되며, 대형 환기팬이 사용

되고 있는 어떠한 시설이라도 적용이 가능하여 그 활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육

계사의 경우 발전된 전기 에너지를 조명 시스템과 결합하여 높은 경제성을 보여, 농가 수

익 창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풍력 발전 시스템은 향후 보완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고, 단가

를 더욱 절감하여 농가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품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협동 기관인 범진시스템으로 기술 이전을 통한 제품 생산 및 보급 등의 사업화를

준비 중에 있다.

특허 등록을 통한 개발 기술을 보존하고 정부 지원 제도 등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이론과 실험 결과들은 논문으로 발표되어 관련 분

야에서도 유사한 성과를 이루고, 다양한 농업 시설 및 산업 시설들에 최적화된 풍력 발전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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