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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d the purpose on feasibility judgment through performance forecast of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using the cross flow vertical type wind power turbine for the situation of domestic

small size wind power technology development.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uses the principle of

venturi tube that gathers the wind through the first guide vane, and second guide vein changes the

angle of the wind simultaneously by playing the role of venturi tube. After this, wind got out from

the second guide vane spins the wind power turbine and has the meaning of judging on the aspect of

numerical interpretation the feasibility for the small size wind power generation through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that comes out from the back. 

Key words: Wind power system(풍력발전시스템), Wind tower(풍력타워), Available energy(가용에너

지), Numerical analysis(수치해석)

기호설명

U : 터빈 회전 속도, [rad/s]

W : 터빈의 힘, [Watt]

w : 각속도, [rad/s]

 : Mass flow rate [kg/s]

m : 무게 [kgf]

r : 터빈 반지름 [mm]

ηimpeller : 임펠러 효율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이 꾸

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 가입 국가 평균 신재

생 에너지 공급비중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

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온실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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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투

자가 필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소형 풍력발전 기술

의 시장확대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1].

본 연구에서는 발전 조건이 까다로운 기존의 대형

풍력발전 대신 비교적 쉽게 적용 가능한 도심에 적

용 가능한 소형 풍력발전의 성능 평가연구를 진행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도심 빌딩 옥상에 적용 가능한 횡류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한 연구이며, 도식

화 하여 아래 Fig. 1과 같이 나타냈다.

본 연구를 위해 횡류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구 진행계획을 설립한 후, 횡류형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을 하였다. 그를 이용하여 가

용에너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풍력발전시스템 터

빈블레이드의 설계이론을 조사한 뒤 터빈의 회전수

를 결정하였다. 또한, 횡류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수

치해석을 위한 경계 및 초기조건을 설정하여 발전

타워와 터빈의 Blockage 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결론에 도달하였다.

2. 횡류형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과 조건

2.1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조 및 원리 

본 시스템의 가용에너지 타당성 검토에서는 폭이

24.0m인 풍력타워 형상에 도심에서 분석한 평균 풍

속을 기준으로 풍속변화(2.0 m/s~14.0 m/s)와 도심

에서 설치 가능한 크기인 풍력타워의 크기변화

(24.0m~50.0m)를 고려하여 아래 Fig. 2와 같이 가용

풍력에너지의 크기를 산출해 보았다.

본 연구의 풍력발전시스템의 형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차 가이드베인은 바람을 모아주는

벤츄리 튜브 역할을 하여 속도가 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2차 가이드베인은 벤츄리 튜브 역할을 함

과 동시에 바람이 터빈으로 들어가는 입구 각도를

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2]. 마지막으로 2차 가

이드베인을 통과하면서 방향이 바뀐 바람은 터빈을

통과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터빈이 회전하며 동력

을 생산하고 바람은 후방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기초로 Fig. 3의 풍력발

전시스템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1기의 횡류형 수직

풍력발전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발전용량을 10 kW로

Fig. 1. Flow chart of study. Fig. 2. A flat dimension of the proposed wind tower

(24.0×24.0 m2~50.0×50.0 m2).

Fig. 3. Crossflow schematic view of a vertical wind

turbin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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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며, 이러한 발전용량을 기대하기 위해 요구되

는 발전시스템의 외형의 크기와 바람의 세기가 어

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유체동역학 운동량방

정식[3]을 이용하였다.

2.2 풍력발전시스템의 가용에너지 분석

2.2.1 분석 조건

바람속도의 변화와 타워의 크기변화에 따른 가능

한 발전에너지 용량을 산출하는데 있어 아래의 몇

가지 가정이 주어졌다.

(가) 공기의 조건: 

− 온도: 25oC

− 대기압: 1 atm

− 밀도: 1.184 kg/m3

(나) 작동조건: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일정함

(다) 구성품의 효율:

− 풍력터빈 효율(ηT): 35%

− 동력전달계의 기계효율(ηm): 85%

− 발전기효율(ηG): 85%

− 인버터효율(ηi): 90%

− 풍력타워의 Blockage효율(ηb): 70%

2.2.2 에너지 산출을 위한 이론

유입공기의 질량유량( ): = ρAVwind

유입공기의 관성모멘터(Fair): Fair = Vwind

유입공기의 운동에너지(Powerair): 

iPowerair =

손실을 고려한 유입공기의 에너지준위(Powerair) :

iPowerair = (ηtotal)

where (ηtotal) = ηT × ηm × ηG × ηI

2.2.3 가용에너지의 분석결과

바람의 속도와 풍력발전시스템의 직경에 따른 가

용에너지를 높이 2m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Fig. 4를 확인하면 속도가 증가할수록 풍력발전시

스템의 직경이 커질수록 가용에너지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격풍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12 m/s, 풍력발전시스템의 직경 12m에서 49.1 kW의

가용에너지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력발전시스템의 전체 효율을 40%로 가정하면

풍력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가용에너지는 19.64

kW가 생산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아래의 내용은 위의 산출이론에 따라 정리

된 가용 풍력에너지의 예측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주요 변수로는 풍력타워에 부는 풍속을 3.0 m/

s~14.0 m/s로 변화시켜 분석하였으며, 풍력타워 체

적을 (16.0×16.0×2.0 m3)~(50.0×50.0×2.0 m3)로 변화

시켜 분석하였다.

Fig. 5에서 iPower은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손실계

수의 예측되는 값을 고려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기

대할 수 있는 발전용량이며, rPower는 5가지의 구성

품 효율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산출기대 발전용량이

다. 손실이 고려된 경우 기존의 풍력타워에서 유입

풍속이 8.0 m/s가 되었을 때 발전용량은 2.38 kW 정

도가 예상된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타워의 크기가 증가할수

록 발전가능 풍력에너지는 증가함을 보이며 타워

m· air m· air

m· air

1

2
--- m· Vwind

2

1

2
--- m· Vwind

2

Fig. 4. Change and the expected output of the wind tower

size (h=2m).

Fig. 5. Expected available electrical power depending on

changes of velocity in the size of the entrance 16×2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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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의 크기가 16×2 (m2)일 경우 1개층 당 5.8 kW

정도의 전기에너지 발전이 기대된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가용한 바람의 속도범위(4.0~

12.0 m/s)에서 풍력타워의 크기변화에 따른 가용 풍

력에너지의 크기를 정리해 보았다.

Fig. 7은 타워입구 풍속이 4.0~12.0 m/s에서 타워

의 크기 변화에 따른 예측되는 유효 발전용량(rPower)

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풍속이 6 m/s일 때 0.7 kW~

2.3 kW, 8 m/s의 경우 1.7~5.4 kW 그리고 10 m/s 풍

속에서는 3.4 kW~10.5 kW의 발전용량이 예상된다.

Fig. 8에서는 타워 1층의 높이를 4m로 하였을 때,

타워의 크기가 (24m×24m)인 경우에 10 m/s의 풍속

에 도달하면 발전 기대치는 1개의 층에서 10 kW에

근접하는 발전용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

된다.

2.2.4 풍력발전시스템 터빈 블레이드의 설계이론

풍력발전시스템의 터빈 블레이드의 설계이론은

일반적으로 유체동역학의 운동량 보존의 법칙 중 2

차원 설계이론인 Radial Equilibrium Theorem과 3차

원 설계이론인 Actuator Disc Theorem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터빈 블레이드는 횡

류형 수직축 터빈으로 터빈의 축 방향으로 준 3차원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빈 블레이드의 설계

이론 중 2차원 이론인 Radial Equilibrium Theorem

이론을 적용하였다.

Fig. 9에서처럼 x-y평면 상의 원점을 기준으로 (r)

반경의 거리에 위치하여 있는 미소체적의 물체가

임의 방향으로 (dF)에 해당하는 힘을 받았다고 가정

하면 이 때 미소 체적을 터빈의 회전날개라고 가정

할 수 있다. 이 때 날개가 영향을 받게 되는 힘의 작

Fig. 6. Expected available electrical power depending on

tower's changes of size (16.0m~50.0m) at velocity of

entrance 12 m/s.

Fig. 7. Expected generation capacity by the size of the

change and the change of the wind tower wind (h=2m).

Fig. 8. Expected generation capacity by the size of the

change and the change of the wind tower wind (h=4m).

Fig. 9. The direction of the fluid particle speed 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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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력(dF)은 반경방향에 수직방향, 수평방향의 힘으

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블레이드 한 쌍 당 동력의 식을

유도하면

 (1)

식 (1)을 이용하여 바람의 입구 각도를 변화시켜

가며 블레이드 한 쌍 당 출력을 구하여 다음 Fig. 10

에 나타내었다.

난류의 영향계수 및 각속도, 그리고 압력차에 의

한 복합적인 값들을 고려해 주어야 보다 정확한 터

빈 블레이드의 출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터빈 블

레이드의 입구 각도의 개념은 유체기계의 준 3차원

해석 기법을 바탕으로 속도 삼각형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초기 바람의 입구 각도를 Fig. 10

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2.2.5 풍력발전시스템 터빈의 회전수 설정

본 연구의 풍력발전시스템 터빈은 실험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회전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회전체의 동역학을 이용하여 회전수를 산

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2)

위의 식을 이용하여 터빈의 무게와 풍력발전시스

템의 효율에 따른 터빈의 최대 가능 회전수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적용할 터빈의 소재를 CFRP(ρ =

1.8 g/cm3)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풍력발전시스템의 경우 터빈

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35~40%이므로 40%로 가정

하고 CFRP로 터빈을 제작할 경우 터빈의 최대 회전

수를 다음 Fig. 11에서 나타낸다.

블레이드 수가 8개, 16개, 24개의 경우 각각 최대

69.8 rpm, 68.1 rpm, 66.5 rpm으로 산출되었다. 하지

만, 제작의 단가와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최대 60

rpm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횡류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수치해석

3.1 개요

본 연구는 유체동역학의 분석적 이론을 적용한 에

너지 가용성 판단을 수행하고, 또한 횡류형 터빈설

계이론을 이용하여 최적의 횡류형 터빈을 설계하며,

CFD 프로그램인 Phoenics(ver. 2014)를 활용하였으

며 Pro-Engineer Wildfire 5.0을 활용하여 풍력발전

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Turbine Impeller와 풍력타워의 Casing 사이의

Blocking효과는 유입되는 바람의 속도에너지를 매

우 급격하게 떨어뜨려 전기 발전을 위한 유효에너

지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유입되는 바람의 에너

지를 최대한 회전운동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Casing과 Impeller 사이의 간극(clearance)이 매우 적

절하게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CFD simulation의

결과를 통해 최적의 clearance를 도출할 수 있을 것

Wst = Wst1 + Wst2 = 2U
1

2
 + U

2

2

rpm = 
m· V

2
ηimpeller

2mr
2

---------------------------------3  × 
60

2π
------

Fig. 10. Wind turbine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output of each blade inlet angle (A=0.3m×2m).

Fig. 11. Changes in the rotational speed of the turbine

model according to the respective different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and weight of the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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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최적화 풍력발전시스템 설계를 위해

진행된 주요 연구변수의 종류 및 변수 범위는 아래

Table 1에 주어진 바와 같다.

3.2 발전타워와 터빈(Impeller)의 Blockage 영향

3.2.1 전제조건

발전타워와 터빈 사이의 간격(Clearance)는 유입

되는 풍력의 에너지 저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저감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펠러의 설치간격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연구변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막힘(Blockage)에

따른 효율을 예측하여 발전용 터빈 임펠러의 유효

출력(rPower, KW)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

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의 조건으로는, 간격(Clearance)범위를 0.3~

2.0m로 하였고 유입 풍속은 6 m/s로 하였으며, 풍력

타워의 크기는 24×24×4.3 m3로 하였다.

3.2.2 수치해석연구 결과 분석

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간극(Clearance)의 변화에

따른 유로 내부의 저항을 고려하여 막힘의 영향에

따른 터빈 임펠러의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기 위해

유량계수(Flow coefficient)를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은 유출되는 질량유량이며, 은 유입되는

질량유량이다.

 (3)

Fig. 12는 임펠러와 타워 유로의 간극변화에 따른

유량계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간극의 길이가 1.0m

일 때 유량계수가 최대인 0.79가 산출되었다.

3.3 풍력터빈 임펠러 입·출구 각도 결정

풍력터빈 임펠러 입구와 출구 각도(β1,β2)는 풍력

터빈의 출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임펠러 유입각도는 바람의 유입각(β1)과 터빈 임

펠러의 원주 속도의 상대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출구각도(β2)는 터빈이 요구하는 출력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3.3.1 터빈 날개의 출구각(β2) 및 회전수 변화에 따

른 임펠러 출력(kW)의 변화

아래 Fig. 13에서 출력 값은 날개깃이 16개인 임

펠러에서 날개의 출구각도(β2) 변화에 따라 생산하

m· out m· in

Cf = 
mout

m· in
-----------

Table 1. The main parameters for the wind power system

design 

Study variables Unit
Scope of the 

interpretation
Remarks

1. External customs m/s 3~12 4 steps

2. Wind direction degree 0, 22.5, 45 3 steps

3. The outer diameter 

of the square tower
m 16, 24, 32 3 steps

4. Clearance

 (impeller-guide)
m 0.2, 0.4, 0.6 3 steps

The total number 

of study variables
4×3×3×3=108 times

Fig. 12. Changes in the mass flow rate according to the

clearance.

Fig. 13. Change in turbine output according to the rotating

number and the outlet angle of the impeller bl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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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개 1개당의 출력에너지를 나타낸다. 임펠러에

서 생산되는 총 유효출력은 유효한 날개의 개수를

곱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서 터빈의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출구

의 각도(β2)에서 출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β2가 감소할수록, 즉 날개의 출구 각도를 입구

각도(β1)에 비해 많이 꺾을수록 출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β2의 크기가 어느 각도

이상이 되면 오히려 출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

내게 된다.)

3.3.2 풍력터빈 임펠러의 날개 개수와 회전수 변화

에 따른 임펠러의 출력(kW)의 변화

아래 Fig. 14에서는 날개 출구각도(β2)를 80도로

고정한 후에 터빈의 회전수 및 날개개수의 변화에

따른 임펠러 날개 1개의 출력에너지를 나타낸다.

즉, 터빈의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날개의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출력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임펠러 날개의 개수가 증가될수록

날개 1개당 출력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러나 총 출력

에너지는 각 날개의 유효에너지를 유효한 날개의

수만큼 곱함으로써 터빈 임펠러당의 총 출력은 날

개의 개수에 비례한다.

[터빈의 총출력 에너지 = (날개 1개당의 출력에너

지)×(유효 날개의 개수)]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심 빌딩 옥상에 적용 가능한 풍

력발전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연구이며, 이를 위

해 횡류형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과 수치해석을 통

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스템 가용에너지는 높

이 2m로 고정하여 분석한 결과 속도가 증가할수록,

풍력발전시스템의 직경이 커질수록 가용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풍속 12 m/s, 풍력

발전시스템의 직경 12m에서 49.1 kW의 가용에너지

를 가진다. 전체 효율을 40%로 가정하면 가용에너

지는 19.64 kW가 생산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가용 풍력에너지의 예측에 대한 분석 결과로

는 손실이 고려된 경우 유입 풍속이 8.0 m/s가 되었

을 때 발전용량은 2.38 kW, 타워 한 면의 크기가

16×2 (m2)일 경우 1개층 당 5.8 kW 정도의 전기에너

지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타워입구 풍속이 4~12 m/s에서 타워의 크기

변화에 따른 예측되는 유효 발전용량(rPower)이 증

가함을 보였다. 풍속이 6 m/s일 때 타워의 0.7 kW~

2.3 kW, 8 m/s의 경우 1.7~5.4 kW 그리고 10 m/s 풍

속에서는 3.4 kW~10.5 kW의 발전용량이 예상된다.

(3) 본 연구의 풍력발전시스템의 에너지 변환 효

율을 40%로 가정하면 CFRP로 터빈을 제작할 경우

제작의 단가와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최대 60rpm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4) 발전타워와 터빈의 Blockage에 대한 횡류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수치해석에 대한 연구 결과 간극

의 길이가 1.0m일 때 유량계수가 최대인 0.79가 산

출됨을 알 수 있었다.

(5) 풍력터빈 임펠러 입구와 출구 각도 결정에 대

한 수치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터빈의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출구의 각도

(β2)에서 출력이 증가한다.

② 임펠러 출구의 각도(β2)가 감소할수록, 출력이

증가한다. (그러나 출구각(β2)의 크기가 어느 범위를

벗어나게 출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③ 터빈의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날개개수에 상관

없이 출력에너지는 증가한다.

④ 임펠러 날개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날개 1개당

출력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러나 총 출력에너지는 각

날개의 유효에너지를 유효한 날개개수만큼 곱해줌

으로써 구할 수 있으므로 터빈 임펠러의 총 출력은

날개개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터빈의 총출력 에너지 = (날개 1개당의 출력에너

지)×(유효 날개의 개수)]

Fig. 14. Turbine output chang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impeller blades and the impeller rotation spee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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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연구의 결과로 도심 빌딩 옥상에 적용 가능

한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기

존의 입지 조건 및 발전 조건이 까다로운 풍력 발전

시스템에 비하여 제약이 적은 풍력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을 기대할 수 있다.

(7)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풍속, 블레이드 수,

블레이드 입출구 각도, 회전수, 임펠라 크기가 출력

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회전

수 제어방법은 성능에 중요한 요소이며 적절한 효

율을 얻기 위해서는 추후 회전수제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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