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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ntional wind power generators have limited installation sites due to low efficiency due to reverse resistance or
high cut-in speed. To compensate for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another new type of tilting wind turbine.
The key to this method is the structural design of a cylindrical cam with a guide groove that allows the blade to
tilt. As the blade rotates by the cam, it tilts according to the angle. In the section that generates torque by receiving
drag, the blade is made perpendicular to the wind. And it is a structure that creates a parallel state with the wind
in the section where reverse resistance occurs. We prepared six types of cams considering the length of the section
subject to drag, reverse resistance, tilting section. The performance was analyzed as the maximum value of the output,
torque coefficient, and efficiency coefficient, which is indicated by setting different wind speed and low T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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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As : 수풍면적 [㎡]

CL : 양력계수

CP : 효율계수

CTQ : 토크계수

D : 풍력터빈 반경 [m]

n : 로터의 회전수 [rpm]

Tb : 블레이드 토크 [Nm]

Te : 추력 [Nm]

VW : 풍속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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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문자

 : 솔리디티(solidity)

 : 공기밀도 [kg/㎥]

 : 로터의 각속도 [rad/s]

 : 주속비(TSR)

1. 서 론

최근 계속적인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자원사용 등으로 인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사용 에너지 발전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

책을 발표·실행중이다. 이 정책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을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높게 책정하였다. 이

는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장소적, 시간적 제한이 적고 최대 발전효율도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

력과 태양열의 비중 상승이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효과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안지방 및 도서지방이 내륙지방보다 평균풍속과 풍력에너지 밀도가 높아 풍

력자원이 풍부하다[1]. 이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대다수의 풍력발전은 대형 양력형으로 해안지

방과 도서지방에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발전에 필요한 평균풍속이 높으며 가동 시 소음 및 안전적인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정책을 위해서는 풍력의 비중 상승이 필요하

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요구조건 등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풍력터빈의 개념정립과 기

술요구사항이 필요하다[2]. 

본 연구의 대상인 틸팅식 풍력발전기는 항력식이다. 항력식 풍력발전기에 대한 기존 연구들로는 여러 가

지 설계인자에 따른 효율과 성능평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날개의 크기와 개수 및

형상에 따른 토크와 출력이 주로 고찰되었고, 주속비(TSR : tip-speed-ratio)와 다양한 실험조건에서의 성능

변화를 고찰하였다[3-4]. 항력식은 대부분 수직축(vertical axis)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시뮬레

이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정상 3차원 수치해석 및 PIV기법을 이용한 날개 주위 유동장 특성 연구도 진

행되었다[5-6].

풍력발전기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날개 형상, 개수 등 설계인자가 매우 많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

는 날개 틸팅형 풍력발전기는 항력식이지만 날개 회전에 따른 역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저풍

속의 도심형 풍력발전에 적합하다. 그러나 틸팅형 풍력발전기는 Jung et al. [7]이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

해 날개 주위의 유동특성을 고찰한 것이 유일하고, 그 이후에는 연구 자료로 보고된 바가 없는 새로운 모

델이다. 따라서 틸팅형 풍력발전기의 설계 인자와 그에 따른 출력 계수에 대한 실험적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력발전의 설치 장소적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틸팅식 풍력터빈의 성

능을 실험적으로 고찰한다. 실험 변수로 회전 날개의 틸팅을 위한 원통캠의 형상을 설정하였고, 축소 모형

을 제작하여 작동 및 성능 측정을 하였다. 주속비에 따른 출력계수와 효율계수를 고찰함으로써 틸팅식 풍

력터빈의 설계인자가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주속비(TSR)

풍력터빈이 가동되어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블레이드 끝단에서의 속도를 끝단속도(Tip speed)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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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유입 풍속과 끝단속도의 비로 정의하는 것이 주속비(Tip Speed Ratio, TSR)이며 계산하는

방법은 식 (1)과 같다. 또한 식 (1)에서 로터의 각속도는 식 (2)로 계산된다.

  (1)

(2)

식 (1)로 구해진 주속비를 이용하여 풍력터빈의 성능을 나타내기도 하며 최적의 주속비를 확인할 때도

필요하다[8].

2.2 성능평가

풍력터빈의 성능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무차원 성능계수로 표현하며, 사용되는 성능계수에는 효

율계수, 토크계수, 추력계수, 솔리드티 등이 있다. 

식 (3)의 효율계수는 실제출력과 유체 운동에너지의 비로 나타내며, 터빈을 사용하여 유체에너지에서 운

동에너지로 변화가 가능한 출력의 비(ratio)이다. 또한 베츠의 법칙(Bet'z Law)에 따르면 최대값은 0.593이

며 고성능 프로펠러의 경우 0.45, 항력형 사보니우스의 경우 0.15~0.2의 수치를 나타낸다.

(3)

양력형의 경우 블레이드 회전면에서 발생하는 양력성분에 의한 모멘트, 항력형의 경우 항력성분에 대한

모멘트를 토크라는 물리적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토크계수는 이를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4)

추력은 풍력터빈 로터에 작용하는 바람이 풍력터빈을 지나면서 후방으로 누르는 힘이다. 식 (5)의 추력계

수는 이를 이용하여 무차원수로 표현한 성능계수로 풍력터빈 가동 시 효율과 저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6)

여기서, 솔리디티(solidity) 는 풍력터빈의 수풍면적에 대한 블레이드 전체 투영면적 비로 식 (6)처럼 정의

할 수 있다. 이때 투영면적은 회전축에 수직인 면으로 설정하고 주속비와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3. 실험장치 설계 및 방법

기존에 사용하는 풍력터빈의 경우 높은 효율을 위해 대부분 크기가 대형인 양력형 풍력터빈을 사용하였

다. 하지만 이 경우 높은 컷인(cut-in) 풍속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컷인(cut-in) 풍속은 바람으로 풍력터

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소 풍속이며 동시에 작동이 시작되는 풍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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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이 컷인(cut-in) 풍속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설치된 장소에 소음

및 안전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설치된 장소가 대부분의 전기가 사용되는 도심과 떨어져 있어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 저항으로 인한 높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풍력터빈 개발을 위하여 진행하였다.

3.1 실험장치 설계

실험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낮은 풍속에서도 발전이 가능하며, 중·소형 크기를 가진 풍력터

빈 방식이 필요하다. 앞에서 요구되는 특징들을 기반으로 항력을 이용한 틸팅식 풍력터빈을 Fig. 1과 같이

설계하였다. 틸팅식 풍력터빈은 바람의 힘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양력형에 비해 낮은 컷인(cut-in)

풍속이 요구되며 크기 또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력을 이용한 터빈의 경우 가

동 시 역저항으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9].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원통캠(cylindrical cam)을 이용하여 블레이드를 틸팅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원통캠은 기계의 구조상 캠의 회전축을 종동절과 평행하게 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안내 홈

에 맞물리는 종동절의 종류에 따라 운동을 하며 캠으로 원통 위에 설계된 안내 홈(guide groove)으로 형상

을 형성한다. 이러한 안내 홈 구간을 블레이드 회전에 따라 바람을 크게 받는 구간(X1, 1)과 받지 않는 구

간(X2, 2)으로 나누고 바람을 받는 구간에서는 블레이드를 바람방향과 수직상태로 만들어 최대한 많은 풍

Fig. 1. 3D design of a tilting-type wind power generator based on cylindrical cam

Fig. 2. Guide groove of the cylindrical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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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받고 반대구간에서는 바람방향과 평행상태로 만들어 역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바람

방향에 따라 블레이드를 틸팅시키는 역할은 캠이 담당하는데 수학적인 설계를 통해 Fig. 3과 같이 각 부

분의 치수를 설정하여 형상을 만들었다. 바람을 받는 구간(X1, 1)과 받지 않는 구간(X2, 2) 이외 구간은 블

레이드가 틸팅되는 구간이다.

3.2 실험방법

실험장치는 Fig. 4와 같이 틸팅식 풍력터빈, 토크센서, AC 서보모터, 인디케이터, 풍동장치로 구성하였

다. 먼저 캠의 안내 홈은 Table 1과 같이 상부부분의 길이 X1과 각도 1은 고정하고 하부부분 길이 X2와 각

도 2를 다르게 제작하였다. 이는 역저항이 발생하는 각도에 의한 블레이드 틸팅 속도와 역저항 최소화 구

간길이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상부부분의 길이 X1과 각도 1가 같은 Type별로 실험하여 비

교하였다.

틸팅식 풍력터빈 전산해석 결과[7] 낮은 주속비에서 최대 출력과 토크가 발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C

서보모터 제어 가능 범위 내에서 풍속에 따른 주속비를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양력형 풍력터빈의 경우 컷

인(cut-in) 풍속이 평균 약 14 m/s가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 데이터를 살펴보면 도심, 내

륙지역의 평균풍속이 1~6 m/s로 확인된다[1]. 이를 바탕으로 실험에서는 최대 15 m/s까지 풍속조절이 가

능한 오픈형 풍동(open-type wind tunnel)을 이용하였고, 풍속을 도심, 내륙 평균 풍속 중 비율이 높은 3~5

m/s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풍동의 시험부(test section)는 300 × 300 mm2이며, 시험부를 통해 토출되는 바

람을 이용하여 풍력 터빈을 가동하였다. 

수풍면적은 수직투영면적으로 블레이드의 회전 넓이로 정의한다. 하지만 틸팅식 풍력터빈의 경우 새로

Fig. 3. Angles in section along guide groove of the cam

Table 1. Cam specifications applied for the experiments

Type 1(°) 2(°) X1(mm) X2(mm)

1-1

115°

95°

47.17

38.96

1-2 100° 41.02

1-3 105° 43.07

2-1

125°

95°

51.27

38.96

2-2 100° 41.02

2-3 105°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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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같은 수풍면적 선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Fig. 5와 같이 회전축을 포함

하여 바람의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조건 하나씩 약 30 s 정도 데이터를 측정하였으며,

실험실 온도는 22℃, 습도는 58%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출력 특성

Figs. 6(a)-(c)는 각각 풍속 3 m/s, 4 m/s, 5 m/s에서의 측정된 출력 그래프이다. 역저항을 최소화하는 구

간인 하부부분 X2 길이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X2 길이가 길수록 역저항이 감소하기 때

문에 발생된 출력의 손실이 적어진다. 주속비 0.22일 때 모두 최대 출력이 발생하였다. 

주속비 0.22 이후 출력이 감소하는 것은 AC 서보모터 제어에 의한 토크 발생보다 틸팅식 풍력터빈이 바

람에 의해 생성되는 토크보다 크기 때문이다. 틸팅식 풍력터빈의 토크 감소는 설계한 풍력터빈의 크기와

한계 RPM으로 올라갈수록 진동으로 인한 부품 마찰 및 충격으로 판단된다. 또한 RPM이 높아질수록 주

속비가 상승하여 상부부분 X1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같이 짧아진 전력생산 가능시간도 토크 감소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된다.

Fig. 4. Experimental system for the tilting-type wind power generator 

Fig. 5. Definition of projected area in the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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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크계수

Figs. 7(a)-(c)에서 확인 가능한 토크계수 또한 주속비 0.06일 때 값이 최대이며 이후부터는 감소하게 된

다. 또한 Type1 보다 Type2의 토크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부부분 X1 길이의 영

향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길이가 길어질수록 바람으로부터 항력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 토크생성에 유리하

기 때문이다. 각각의 Type 중에서도 역저항 최소화 구간이 하부부분 X2가 길수록 토크계수가 높게 나타났

다. 틸팅식 풍력터빈이 가동하면서 역저항 발생구간에서 블레이드를 바람과 평행한 상태로 만들어 역저항

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이다.

토크는 각속도와 반비례관계를 가진다. RPM과 각속도가 상승하게 되면 주속비가 커지고 토크는 감소하

게 된다. 주속비가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각속도의 변동량 보다 토크 변동량이 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높은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주속비가 낮아야 한다. 하지만 본 실험의 경우 장치적인 이유도 존재한

다고 판단된다. AC 서보모터 작동으로 인한 진동이 축의 비틀림을 측정하는 토크 센서에 전달되어 측정

되는 토크가 감소한다고 판단된다.

4.3 효율계수

효율계수는 풍력터빈 성능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Figs. 8(a)-(c)는 풍속별 효율계수를 계

산한 그래프이다. 출력과 동일하게 주속비 0.22에서 최대 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부터

Fig. 6. Power according to the tip-speed-ratio (TSR) at different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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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소한다. 그래프를 보면 Type 1-1에서 2-3으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할수록 효율계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부부분 X1 길이가 길어진 영향으로 항력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보다

많은 토크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상부부분 X1 길이가 길어질수록 블레이드 틸팅구간의 길이가 짧아져 틸

팅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빨라진 속도만큼 틸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의 역저항도 감소하게 된다. 하지

만 틸팅속도가 빨리지게 되면 진동발생과 캠(cam)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회전 날개가 틸팅식이 아닌 고정식 항력형 풍력터빈의 효율계수는 0.15~0.2 인데[10], 본 연구에서 진행

한 틸팅식 풍력터빈의 최대 효율계수는 약 0.103으로 날개 고정식 풍력터빈 효율계수보다 낮게 계산되었

다. 이는 틸팅식 풍력터빈의 부품 한계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틸팅식 풍력터빈의 성능 특성을 실험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며, 풍속이 낮은 도심에서 사용시 경제성과 효용성 측면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풍력터빈 크기의 선택이 자유롭고 저풍속에서도 발전이 가능한 틸팅식 풍력터빈 개발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출력은 주속비 0.22일 때 약 0.08 W의 최댓값을 나타내며 이후 감소한다. 이는 각속도의 상승보다 토

크감소량이 더 크기 때문이다.

(2) 주속비 0.06일 때 약 0.074의 최대 토크계수가 발생하며 각속도의 상승과 AC 서보모터의 고속회전

으로 인한 진동발생으로 토크계수가 감소한다. 이에 다음 실험을 위해서는 진동 감소 대책이 요구된다.

Fig. 7. Torque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tip-speed-ratio (TSR) at different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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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 0.103의 효율계수가 주속비 0.22일 때 발생하고 앞선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상부부분 길이와 하부

부분 길이에 의한 영향이 크다.

(4) 출력과 토크계수, 효율계수의 최댓값이 주속비 0.22와 0.06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틸팅식 풍력터

빈은 저풍속에서도 가동되어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추후 실험시 설계수정을 통하여 파손방지 및 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데이터 측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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