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세기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소비의 급증으로21
인한 화석에너지 고갈과 지구 온난화가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풍력발전은.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로서 회전축의 형태에 따라 수평축

풍력발전기와 수직축 풍력발전기로 나눌 수 있

다 수평축 풍력발전기는 바람의 방향과 회전하.

는 로터 축이 서로 평행하고 수직축 풍력발전기

는 로터 축이 바람의 방향과 수직을 이루어서 회

전한다 수직축 풍력발전기는 풍향에 무관하고.
소음 발생이 적으며 유지 및 보수에 용이한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개별 블레이드 피치 제어 방식2.

기본개념2.1
각각의 블레이드의 피치각을 제어하는 방식을

이용한 수직축 풍력발전기는 과 같이 바람Fig. 1
이 불어 로터가 회전할 때 풍향 풍속 변화에 따,

라서 각 방위각 위치에서의 블레이드 피치각

이 개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치각.
변화를 통해 로터의 토크를 최대로 유지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정 피치 방식의 풍력발전

기보다 우수한 효율을 갖는다.

개별 블레이드 피치 제어 방식을 이용한 수직축 풍력발전기의

성능 해석 및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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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research for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straight-bladed vertical axis
wind turbin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VAWT, the individual blade pitch control method is
adopted. For the wind turbine, CFD analysis is carried out by changing blade pitch angle according to
the change of wind speed and wind direction. By this method, capacity and power efficiency of
VAWT are obtained according to the wind speed and rotating of rotor, and could predict the overall
performance of VAWT. It was manufactured to verify performance of the experimental system that
consists of rotor including four blades and base. Furthermore, torque sensor and power generator were
installed. Also, active controller which can change the pitch angle of the individual blade according to
the wind speed and direction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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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sic concept of rotor rotation

최적 피치 경로 계산2.2
개별 블레이드 피치 제어 방식에 따른 로터의

성능 해석을 위해서는 로터가 회전할 때 각각의

블레이드가 방위각이 변함에 따라 최대의 토크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피치각을 구해야 한다 블레.
이드의 최적 피치 경로를 찾기 위해 정지된 상태

에 있는 하나의 블레이드를 대상으로 풍속과 받

음각 을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한다CFD .
이를 통해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방향과 방향x y
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와 같이 블레이드가 회전축을 중심으로Fig. 2
로터 반경 만큼 떨어져서 각속도 로 회전하고r ω

있을 때 방위각 의 위치에서 갖는 바람의 합속

도 을 구할 수 있다 블레이드는 접선 방향으.

로 만큼의 속도를 내고 바람은 의 속도

로 불어온다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ˆ ˆ (1)

ˆ (2)

ˆ ˆ (3)

(4)

이로부터 과 의 사이각 는 식 와(5)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이 때 블레이드의 피치각이 만큼 된다면 블

레이드의 받음각 은 식 으로 표현된다(6) .

(6)

Fig. 2 Vector diagram of blade

풍속과 블레이드의 회전 속도를 알면 블레이드

가 특정 방위각 에 위치에서 피치각 를 가질

때 받음각 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블레이

드에 작용하는 공력 하중이 얻어진다 이 힘들을.
이용해 각각의 피치각에 대한 접선 방향의 힘

을 구하면 최대의 힘이 나오는 경(tangential force)
우에 대한 받음각을 정하고 식 을 통해서 최적(7)
의 피치각을 구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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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timal pitch angle path according to TSR

개별 블레이드의 최적 피치 경로는 풍속과

에 따라 로터가 방위각을 도씩 회전한다고TSR 1.8
가정하고 구하였다 따라서 블레이드 피치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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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다 나타낸다 은 바람의1.8 . TSR(tip speed ratio)
속도와 블레이드의 접선 방향 속도의 비를 나타

낸 것으로 로터가 풍속에 비해 얼마나 빨리 회전

하는가를 알 수 있다.

(8)

에서 낮은 에서 피치각의 변화가 큰Fig. 3 TSR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기 회전에서 접선 방.
향 힘과 토크를 크게 함으로써 로터의 자가 구동

을 가능하게 한다 이 증가하면(self-starting) . TSR
즉 로터의 회전이 빨라지게 되면 피치각의 변화,
가 줄어든다.

성능 해석3.

로터의 출력 및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상용 전

산 유체 해석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였STAR-CD
다 최적 피치각 데이터를 해석에 이용하고. CFD
풍속 및 에 따라서 로터의 성능을 해석한다TSR .

계산을 통해 얻는 결과는 블레이드 하나가CFD
매 마다 받는 힘이다 이 데이터로부터time step .
로터 출력은 식 를 통해 구할 수 있다(9) .

(9)

P는 로터의 출력이고 T는 로터의 토크로서

블레이드의 접선 방향 힘과 로터 반경을 곱한 값

이다. Nb는 블레이드의 개수이다 각속도. w는 풍

속과 이 주어지면 식 에 의해 구할 수 있TSR (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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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p variations according to TSR

는 변화에 따른 출력계수 의 변Fig. 4 TSR (Cp)
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는 바람 에너지에. Cp
대한 로터 출력의 비로 정의되며 식 으로 나타(10)

낸다.

(10)

ρ는 공기 밀도이고 A는 로터 단면적이다.

그림에서 보면 풍속 와 에서4m/s 13m/s TSR

일 때 효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두 경우에서2.2 Cp

최대는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 위 결과처럼0.41 .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로터 회전 속도를

찾을 수 있으면 각각의 풍속에 대해 그러한 로터 회

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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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zimuth angle

는 블레이드 하나가 로터의 회전에 의해Fig. 5 0

도에서 도까지 회전하면서 각 방위각에 위치했360

을 때의 블레이드 접선 방향 힘을 나타낸 것이다.

출력이 가장 높게 나온 에서의 결과로서TSR 2.2

모든 풍속에서 방위각 도 지점에서 접선 방향 힘90

이 가장 크게 나왔다 이는 바람이 유입 방향에 대.

하여 방위각이 도인 지점이 로터의 상단부에 위90

치하여 블레이드에 입사되는 바람의 방향과 크기가

공기역학적으로 최대의 접선 방향 힘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방위각이.

도인 지점에서는 도인 지점에 비해 그 값이270 90

크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지점이 로터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블레이드가 받는 유동이

로터 상단부를 거쳐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의 유

동의 흐름이 되고 따라서 블레이드가 내는 힘이 작

다 한편 방위각 도 부근에서 작지만 음의 접선. 180

방향 힘이 발생했고 특히 방위각 도 지점에서0~30

힘의 손실이 크게 나왔는데 로터의 블레이드가 전

진하는 면 으로 회전에 의한 속도(advancing side)

방향이 바람의 방향과 평행해 지면서 항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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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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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ng individual pitch control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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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으로 개별 블레이드의 피치각이 변화CFD
되는 것이 고정 피치 방식보다 효율이 좋음을 보

인다 은 풍속 에서 를 비교한 것으. Fig. 6 4m/s Cp
로 고정 피치 방식은 피치각을 도로 고정한 상4
태에서 해석을 하였다 결과로는 고정 피치 방식.
이 모든 영역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앞서 구TSR .
한 최적 피치 경로를 보면 각 방위각 위치에서

블레이드 피치각을 다르게 변화시키면서 로터의

회전력이 최대가 될 수 있게 하였지만 고정 피치

방식에서는 로터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계속적으

로 양의 피치각을 유지하면서 토크가 작아지게

된다.

로터 의 영향4. solidity

는 블레이드의 면적과 바람을 받는 로Solidity
터의 면적과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직선형 블레

이드 에서는 식 로 표현한다(11) .

(11)

는 블레이드 코드 길이c , 은 블레이드 스팬

길이 는 로터의 지름을 각각 나타낸다 전반적, d .
으로 가 증가하면 로터가 천천히 돌고 높solidity
은 시동 토크를 발생시키며 자가 구동 능력을 향

상시킨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많은 재.
료가 드는 단점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구성을 위한 재료비나 증속 기어 문제를 떠나서

로터의 성능 해석 면에서 를 고려하고자solidity

한다 블레이드 개수를 조절해서 를 변화. solidity
시킨다 코드 길이는 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0.22m
블레이드의 개수를 개로 정하고 풍속4, 5, 6, 8
일 때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였다 에서5m/s . Fig. 7

전체적으로 최대 는 비슷한 값을 갖는다 하지Cp .
만 블레이드 개수가 많을수록 즉 가 클수, solidity
록 보다 작은 에서 최대 가 나타난다TSR Cp .

가 큰 로터가 작은 로터보다 천천히 돌면solidity
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또한 블레이드.
코드 길이 변화에 따라서도 의 차이가 있solidity
음을 예상 할 수 있고 적절한 코드 길이 변화를

통한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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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p variations according to number of blades

시스템 구현5.

해석에 이용한 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실CFD
제 실험 및 운용을 위한 시스템을 제작한다.

은 로터 설계 변수로서 이것을 바탕으로table 1 ,
실제 해석할 기하학적 형상을 모델링 하였다. 3D

프로그램인 를 이용해서 설계 및CAD CATIA V5
모델링을 하고 가상공간에서 조립을 해서 외부

형상을 생성하고 가공 조립하여 최종적으로,
급의 고효율 수직축 풍력발전기를 제작하였1KW

다.

Table 1 Rotor design parameter

parameter value
number of blades 4

airfoil type NACA 0018
radius of rotor 1m

span length of blade 1m
chord length of blade 0.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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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ssembled VAWT

블레이드 피칭 모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풍향과 풍속 로터 회전수의 변화에 따라 각 블,
레이드의 피치각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제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에서는 제어 메. Fig. 9
커니즘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먼저 센서부를 구.
성하고 있는 풍향 풍속계는 각각 아날로그 전압

과 펄스 형태로 신호를 출력하며 이를 제어부의

주 구성원인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입력 받는다.
또한 로터리 인코더는 로터 축을 중심으로 회전

하는 각 블레이드의 방위각을 신속히 측정하여

특정 방위각에서 요구되는 블레이드의 최적 피치

각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풍속 및 에 따. TSR
라 구한 최적 피치각을 데이터화해서 마이크로컨

트롤러에 미리 입력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측.
정한 방위각 데이터로부터 개별 블레이드의 최적

피치각을 계산하고 이를 PWM(Pulse Width
신호로 변환하여 구동부로 출력한다Modulation) .

구동부는 각 블레이드의 피치각을 제어하는 개4
의 서보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레이드 바로

위에 부착되어 있어 서보모터의 회전각을 그대로

블레이드에 전달하여 피치각을 변화시킨다.

Fig. 9 Control mechanism

Fig. 10 Control devices

수직축 풍력발전기 실험6.

풍력발전기의 실험에 있어서 자연 바람은 풍속

이 일정하지 않고 바람이 장시간 불어주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원하는 풍속의 바람을 만들어

줄 수 있고 풍동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송풍 장

치를 제작하였다 마력 엔진에 프로펠러를 장. 32
착하고 과 같이 설치하였다 또한 일반 직Fig. 11 .
류 모터를 이용한 발전기를 설치하고 로터 토크

를 측정하기 위한 토크센서를 로터와 발전기 사

이에 연결하였다 로터가 회전할 때 발전기에 전.
기적인 부하를 연결하면 로터의 토크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값은 장비를 이용해서. Labview
나타내고 데이터를 기록한다.

Fig. 11 Experimental system

로터는 풍속 에서 피치각 제어로 회전을3~4m/s
시작하고 풍속이 증가하면 로터의 회전도 점차

빨라지면서 유효한 출력을 내는 자가 구동 단계

에 이른다 풍속과 로터 회전수 의 센싱에 의. (rpm)
해서 이 크게 나타나면 즉 풍속에 비해 로터TSR ,
회전이 빠르면 피치각 변화는 작아지고 이러한

피치각 변화가 로터 토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험에서는 풍속의 변화가 심하고 바람이.
로터 면적 전체에 균일하게 불어주지 못해서 로

터 회전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출력이 성능 해석 결과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발전기에 적절한 부하를 연결해서 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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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전후의 연속적인 로터 회전수와60rpm
로터의 토크를 구하였다 또한 측정된 토크와 로.
터의 회전수로 구한 각속도를 서로 곱해 Fig. 13
과 같이 로터 출력을 구하였고 시스템의 운용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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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easurement of rpm and rotor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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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easurement of rotor power

결 론7.

본 논문에서는 수직축 풍력 발전기의 성능 향상

을 위해서 고정 피치 방식의 수직축 풍력발전기에

개별 블레이드의 피치 제어 방식을 적용해서 공력

해석 및 제어 장치를 포함한 전체적인 수직축 풍력

발전 시스템의 설계 제작 등을 수행하였다 풍향과, .

풍속 로터 회전수의 변화에 따라 최적의 피치각 변,

화 경로를 찾아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실험을 통해

피치각 제어로 낮은 에서의 자가 구동과 함께TSR

실제 전기를 생산하고 로터 출력을 구함으로써 운

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다룬 주.

요 설계 변수 이외에 공기역학적 구조적 전력 생, ,

산 형상 최적화 실험 환경 개선 등이 고려된다면, ,

더 효율적인 풍력 발전기의 설계 제작이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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