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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elopment process of FESS for 
bicycle

1. 서론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어 세계 여러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받고 있다. 이에 기존

의 화석연료 에너지원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원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된 에너지원의 

저장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저장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에너지 저장시스템 중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시

스템(FESS : Flywheel Energy Storage System)은 잉

여에너지를 회전운동에너지의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 필요시 전기에너지로 출력하는 시스템으로 

반영구적 수명, 높은 효율, 그리고 친환경적 특성을 

장점으로 갖는다[1,2].
그러나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의 경우 높은 

제작 단가로 인하여 발전설비와 같은 대형화 산업

에만 국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를 소형화 할 경우, 최근 레저산업

의 활성화와 다양한 소형 휴대 기기의 보급에 따른 

소형 에너지 저장장치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시스

템의 소형화를 통해 자전거용 휴대기기 전력 공급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포터블 형태의 소형 플라이

휠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때, 
페달에서 발생되는 운동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에

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휴대기기(GPS, 휴대폰, 그리고 라이트 등)를 동시

에 충전할 수 있도록 병렬분배 전력공급방식으로 

설계되었다.

 2.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가 적용된 자전거용 자가발전 전력 공급 

시스템은 자전거 페달 구동시 체인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초기동력원으로 사용하여 페달구동 시에

는 발전기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 및 저장하게 된다. 
또한, 페달 구동이 없을 때에도 플라이휠에 저장된 

관성력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전기에너지를 발생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때, 페달의 

구동이 없을 경우에도 플라이휠의 회전력이 유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입력축의 스프로킷에 일방

향 베어링을 설치하였다. Fig. 1은 체인동력에 따른 

FESS의 전력생산 체계도를 나타내고 있다.

3. 설계사양 선정 및 시스템 구성

3.1 자가발전 전력 공급 시스템의 설계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에 저장되는 에너지

927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Fig. 2 Manufacturing concept of FESS for bicycle

는 식(1)과 같다.

 
 


















      (1)

여기서 E는 플라이휠 저장에너지, mr은 로터질

량, mf는 플라이휠 질량, rr은 로터 반지름, rf는 플라

이휠 반지름이다.
일반적으로 자전거에 사용되고 있는 레저용 휴

대 기기는 시간당 약 6~10W의 소비전력을 요구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구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소비 전력을 기준으로 목표로 잡은 에너지 

저장량은 최대 1,000rpm 구동시 1J이 저장될 수 

있도록 회전체 질량을 1kg, 반지름 40mm으로 설계

하였다. 이때 회전수 1,000rpm은 사용자가 페달 

1회 회전시 1:10의 비율로 플라이휠이 구동될 수 

있도록 스프로킷의 기어비를 조절하였다.
또한 발전기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 

RFPM(Radial Flux Permanent Magnet)방식의 발전

기로서 회전자는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의 슬롯에 네오듐 자석을 삽입 하였고, 고정자는 

18개 슬롯에 0.3mm 에나멜선을 50회 감은 코일을 

권선하였다[4].

3.2 시스템 구성

축 회전간 발생되는 자이로스코프 현상을 억제

시키기 위해 케이스의 양 끝에 볼 베어링을 사용하

였으며, 체인동력을 입력받는 스프로킷에 일방향 

베어링을 사용하여 체인의 구동이 정지된 상태에

서도 플라이휠의 회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치의 장착부가 자전거 후륜

축에 고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어변

속에 따라 스프로킷이 동일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일방향 베어링과 축간의 이동범위를 설정하였다. 
Fig. 2는 탈부착형 FESS의 부품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발전된 전력은 컨버터를 통해 직류 5V(일반 충

전식 전자제품의 충전전압)로 변압되어 병렬형태

로 분배, 여러 휴대 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가 적

용된 자전거용 휴대기기의 자가발전 전력 공급 

시스템 개발을 제시하였다.
(1) 자전거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후륜축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

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포터블 형태로 제작하였다.
(2) FESS의 발전기는 제품의 소형화를 극대화시

키기 위해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RFPM방

식을 적용하였으며, 자력이 높은 네오듐 자석

을 사용하였다.
(3) 자전거에 사용되는 휴대 기기의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최대 구동시 초당 1J의 전기에너지

가 발생될 수 있는 설계사양을 선정하였다.
(4) FESS를 통해 저장된 운동에너지는 컨버터를 

통해 사용되는 수개의 휴대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도록 병렬분배형태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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