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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new shape of wind turbine with horizontal axis has been proposed. The proposed wind

turbine has two pairs of 3 tiltable blades which minimizes air resistance during the reverse rotational

direction. Under a given wind speed, 3D numerical simulations on tiltable blades were performed for

various TSRs(tip-speed-ratios). Four cases of rotational position was considered to analyze the torque

and wind power generated on the blade surfa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ximum wind power

occurs at the TSR of 0.2. Due to the blade tilting, the wind passes through the blade without air

resistance at the reverse rotational direction. The torque is mainly caused by pressure differences

between the front and rear surface of the blade, and it becomes maximum when the blade is located

at the azimuth angle of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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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풍력발전기는 회전축의 방향에 따라 수평형과 수

직형으로 분류된다. 수평형은 수평 회전축을 가지고

있으며, 날개가 바람에 의한 양력 힘을 받아 회전하

고, 일반적으로 초대형 풍력발전기에 많이 적용된다.

수직형은 회전축이 수직 방향이며, 다리우스(Darrieus)

형[1]과 사보니우스(Savonius)형[2]으로 구분된다.

다리우스형은 날개의 면적비율이 작고 수평형과 같

이 양력 힘을 이용하는 형태이고, 사보니우스형은

바람에 의한 항력 힘을 이용하여 날개 회전이 이루

어진다. 사보니우스형 풍력발전기는 항력을 이용하

기 때문에 날개 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기 때문에 날개에 의한 하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대

형 보다는 중소형 풍력발전기에 유용한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Fig. 1의 날개 틸팅형 풍

력발전기는 수평형으로 사보니우스형과 마찬가지

로 바람의 항력을 이용하지만 날개가 바람의 역방

향 저항을 받는 위치에서는 90도로 꺾어져서 역방

향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풍력발전기

와 차이점이 있다.

풍력발전기는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

화하여 최종적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풍력터빈의 날개, 동력전달 장치, 발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체역학적 관점

에서는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터빈 블레이드 형상과 그에 따른 출력 성능을 평가

하는 연구가 핵심이다. 수평형 풍력발전기는 10 m/

s 이상의 높은 풍속조건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며, 우

리나라 해안이나 산악지대에 주로 설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력자원에 대한 기존 연구[3]를 살펴보면

연평균 풍속이 3-5 m/s로 풍력환경이 좋은 편은 아

니다. 특히 내륙이나 도심지에서는 평균 풍속이 3

m/s 이하인 지역이 대부분이라 저풍속에서도 발전

가능한 항력식 풍력발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4]. 

사보니우스형의 항력식 풍력발전기에 대한 기존

연구들로는 여러 가지 설계인자에 따른 효율과 성

능평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김동건 등[5]은 작은 크기의 다수의 날개를 배치하

고 평판형과 원호형의 날개 형상에 따른 토크와 출

력을 비교하였다. 박준용 등[6]은 수직형 풍력발전

기에 풍향과 반대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음의 토

크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내익을 제시하고 주속비

(TSR : tip-speed-ratio)와 다양한 실험조건에서의 성

능변화를 고찰하였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시뮬레이

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Orlandi 등[7]의 수직형 풍력

발전기에 대한 비정상 3차원 수치해석 기법이 보고

되고 있으며, Fujisawa[8]의 PIV기법을 이용한 수직

형 날개 주변의 실험과 같은 유동장 특성 분석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날개 형상, 개

수 등 설계인자가 매우 많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

지는 날개 틸팅형 풍력발전기는 항력식이지만 날개

회전에 따른 역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저풍속의 도심형 풍력발전에 적합하다. 그러나 틸팅

형 풍력발전기는 아직 연구 자료로 보고된 바가 없

는 새로운 모델이다. 따라서 틸팅형 풍력발전기의

설계 인자와 그에 따른 출력 계수 및 날개 주위 유

동 특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총 6개의 날개가 3개씩 2쌍으로 이

루어진 틸팅형 풍력발전기에 대해 3차원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여 주속비에 따른 출력 계수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날개 틸팅을 위해 회전축에 캠이

형성되어 있으며, 캠 형상을 설계하여 날개 위치에

따른 틸팅 각도를 설정한다. 축의 회전 각도를 4개

로 세분화하고, 해당 각도에서 풍력터빈의 3차원 형

상을 모델링 한 후 유동해석을 수행한다. 고정된 풍

속 조건에서 풍력터빈의 회전수를 변경하여 주속비

를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출력 변화를 논의한다. 또

한 출력이 최대인 조건에서 날개 주위 유동 형태와

Fig. 1. Wind turbine with tiltable bl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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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표면의 압력 및 전단응력 분포를 고찰한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캠과 틸팅형 날개

날개의 틸팅을 구현하기 위하여 풍력발전기의 회

전축(axis of rotation)에 캠(cam)을 도입하였다. 캠은

Fig. 2(a)와 같이 반지름과 두께가 각각 150 mm,

133.2 mm이고, 날개의 회전과 틸팅을 구현하기 위

한 이동경로가 원주면에 형성되어 있다. Fig. 2(b)는

틸팅형 날개의 개략도로서 풍력발전기 회전축의 양

끝에 캠을 배치하고 각각을 전방(forward)과 후방

(backward)으로 구분한다. 개별 캠에는 3개의 날개

를 120°간격으로 결합하고 위치에 따라 전방날개(f-

1, f-2, f-3)와 후방날개(b-1, b-2, b-3)로 명명한다. 이

때 전후방 날개는 틸팅 시에 서로 충돌하는 등의 구

조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결합됐을 때 서로의 날개

가 60° 엇갈리도록 설계하였다. 날개를 포함한 로터

의 직경은 7 m이며, 날개는 1.2 × 2.5 m2의 직사각형

형상이다.

한편, 날개의 배열에 따라 날개 주변 유동은 120°

마다 동일한 형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기성을

가진다. 주기내에서 회전 각도에 따른 유체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방의 f-1날개를 기준으로

회전 각도가 0°, 30°, 60°, 90°인 총 4가지 case로 세

분화하였다. Table 1에 각 case에 대한 전후방 모든

날개들의 회전 각도를 작성하였다.

날개는 캠의 설계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일정한 회전 각도에서 반복적인 틸팅이 일어난다.

Fig. 3은 주어진 풍향에서 날개의 회전 각도에따른

날개의 형상을 case별로 설명한 것이 다. 상부(upper

side)는 날개가 바람에 의한 항력이 작용하도록 수

직으로 유지되는 구간으로 302.5°부터 57.5°이다. 하

Fig. 2. Schematic of the present wind turbine; (a) cam

shape and (b) tiltable blade.

Table 1. Azimuth angle of each blade in forward(f-) and

backward(b-) according to the case

Azimuth angle

f-1, f-2, f-3 b-1, b-2, b-3

Case 1 0°, 120°, 240° 60°, 180°, 300°

Case 2 30°, 150°, 270° 90°, 210°, 330°

Case 3 60°, 180°, 300° 120°, 240°, 0°

Case 4 90°, 210°, 330° 150°, 270°, 30°

Fig. 3. Behavior of forward blades according to the azimuth

angle. Upper side : 302.5°~57.5°, lower side : 132.5°~

227.5°, tilting side : 57.5°~132.5 and 227.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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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lower side)는 날개의 회전방향과 풍향이 서로 반

대되어 발생하는 역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날개

가 틸팅되어 유지되는 구간으로 132.5°부터 227.5°

이다. 그 외에 57.5°부터 132.5°, 227.5°부터 302.5°

는 날개의 각도가 각각 수직에서 틸팅으로, 틸팅에

서 수직으로 전환되는 구간이다.

2.2 해석 모델 및 해석 조건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주어진 풍속에서 틸팅형

날개의 회전 각도와 다양한 주속비에 따른 출력과

유동특성을 분석한다. 해석에는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하였고, 날개 주변의 유동을 비압축성

의 난류유동으로 가정하였다. 난류모델에는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기반의 k-ε모델을

적용하였다.

Fig. 4는 수치해석에 적용된 틸팅형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주변 유동 영역을 나타낸 해석모델이다. 회

전하는 날개를 구현하기 위하여 날개 주변을 7 m 크

기(D)의 회전 영역(rotating domain)으로 설정하고

회전수를 변경시킴으로써 0.1부터 0.5까지 다양한

주속비를 적용하였다. 입구부(inlet)에서의 인가되는

풍속은 5 m/s의 저풍속이며 난류 강도는 0.18, 출구

부(outlet)는 대기압으로 설정하였다. 입구부와 출구

부는 각 경계조건과 풍력발전기를 통과하며 발생하

는 유동특성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되, 격자수와 해

석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 선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구부와 출구부를 회전영역의 크기

와 위치를 기준으로 각각 4D(30 m), 8D(60 m)로 설

정하였다. 해당 모델에서 수치해석 결과 입구부와

출구부에서 모두 유동간섭 없이 정돈된 층류유동을

확인하였다. 

Fig. 5는 해석모델에 대한 격자를 나타낸 것으로

생성된 총 격자수는 약 2,390만개 이상이다. 특히 날

개 표면과 날개에 인접한 영역에 많은 수의 격자를

집중하여 유동 박리와 후류 유동과 같은 날개 주변

의 복잡한 유동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었다. 또한 각

case별로 충분한 반복계산을 수행하여 획득된 수렴

된 결과값들을 ANSYS CFD-Post를 이용하여 후처

리하고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토크 및 출력 

수치해석을 통하여 저풍속에서 구동되는 틸팅형

날개의 주속비에 따른 토크와 출력을 비교분석하였

다. 이 때 출력은 각 날개에 작용하는 토크로부터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1)

(2)

여기서 P는 출력, T는 토크, ω는 각속도, n는 로터

의 회전수이다. 

Fig. 6은 다양한 주속비로 회전하는 전방과 후방

의 각 날개들의 위치에 따른 토크를 나타낸 그래프

P = T

 = 
2n

60
-----------

Fig. 4. Computational domain for simulation.

Fig. 5. Grid construction; (a) complete domain and (b)

clustering around the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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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Fig. 6(a)의 전방 날개에서의 결과를 보면, 풍

향에 대하여 날개가 수직형의 형태로 회전하는

300°에서 60°까지의 상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양의

토크가 형성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음의 토크가

형성된다. 또한 상부에서는 회전 각도에 따른 토크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부에서는 모든 경우

에 날개가 300°일 때 양의 토크가 발생하여 주속비

가 0.5일 때를 제외한 모든 주속비의 경우 330°에서

최대토크가 발생한다. 그 이후, 토크는 회전이 0°부

터 60°로 진행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데 주속비가

0.3이상인 경우에는 토크가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면

서 역토크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전방 날개에서의

토크 발생특성을 Fig. 6(b)의 후방 날개에서의 결과

와 비교하면, 동일한 토크가 60°의 위상차를 가지고

반복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방과 후방 캠

이 서로 60°가 엇갈리게 배치된 설계요인으로 인한

결과이며, 전방과 후방날개에서 형성된 유동이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Fig. 7은 각 주속비에서 날개의 모든 회전 각도에

서 작용하는 평균 토크와 출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

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틸팅형 풍력발전기에서의

Fig. 6. Torque variations according to the azimuth angle

for various TSRs; (a) forward blades and (b) backward

blades.

Fig. 7. Average torque and power according to the TSR.

Fig. 8. Flow characteristics at the wind turbine with tiltable

blade; (a) velocity vectors and (b) pressure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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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토크는 주속비가 0.1일 때 발생하나 최대 출력

은 주속비가 0.2일 때 발생한다. 또한, 주속비가 증

가할수록 토크와 출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속비가 0.5인 경우에서는 음의 출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틸팅형 풍

력발전기는 저풍속에서 낮은 회전수로도 운전이 가

Fig 9. Pressure and wall shear stress distributions on the front and rear surfaces of f-1 blade at TSR = 0.2 ; (a) case 1,

(b) case 2, (c) case 3 and (d)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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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이는 소음이나 기계적 내구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주속

비에서는 음의 출력이 나타나 작동이 불가능하다.

3.2 유동특성

최대 출력이 나타나는 주속비가 0.2인 경우에서

날개의 위치에 따른 유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3.1절

에서 확인하였듯이, 전방과 후방 날개 주위의 유동

형태는 60°의 위상 차이를 가지고 동일하게 반복되

므로 전방 날개를 기준으로 그 결과를 나열하였다.

Fig. 8은 풍력발전기 전방 날개 주변의 유동 형태

를 case별로 나타낸 그림으로서 날개의 위치와 틸팅

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Fig. 8(a)의 속도

벡터를 보면, case 1과 case 2는 f-1날개, case 3는 f-

1날개와 f-3날개, case 4는 f-3날개 주변에서 정체유

동이 발생한다. 하지만 정체유동이 나타나는 위치를

제외한 날개에서는 틸팅으로 인하여 바람이 저항

없이 날개를 통과하는 유동이 확인된다. 이러한 날

개의 회전 위치에 따른 유동특성으로 인하여 풍력

발전기를 통과하는 바람은 전체적으로 위쪽 방향으

로 형성된다. 상부에서 나타나는 정체유동을 회전각

도 별로 비교하면, 0°에 위치한 case 1의 f-1날개에

서는 넓은 범위에 분포하지만 날개의 회전이 진행

됨에 따라 그 범위가 점점 감소하여 소멸된다. 반면

에 case 3의 f-3날개와 같이 하부에 있던 날개들은

회전과 함께 상부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정체유동을

야기하고 발달시킨다. Fig. 8(b)는 날개 주변의 압력

장을 나타낸 그림으로, 상부에서의 압력분포는 대

체로 바람과 맞닿는 날개의 전면에서는 바람에 의

한 동압이 가해져 높은 압력이 발생하고, 정체유동

이 발생하는 날개의 후면에서는 낮은 압력이 형성

된다. 특히, 하부에서는 틸팅으로 인하여 바람이 날

개의 저항을 받지 않고 그대로 통과함으로써 특별

한 압력분포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수직형을 기반으로 하는 틸팅형 풍력발전기는 기존

의 수직형 풍력발전기의 문제점인 역방향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날개에 작용하는 토크의 발생 원리를 파악하기 위

하여 case별로 f-1날개의 전면(front)과 후면(rear)에

형성되는 압력과 전단응력을 Fig. 9에서 비교하였다.

공통적으로 전면과 후면에서 서로 다른 압력이 형

성되어 그로 인한 압력차가 발생하는 반면, 전단응

력은 그 값이 압력에 비해 현저히 작을 뿐 아니라 거

의 일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날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토크는 날개 전후면의 압력차에 의해 발

생하는 것이고 전단력에 의한 토크는 무시할 수 있

다. Fig. 9의 회전 각도에 따른 압력결과를 비교해보

면, 날개에 작용하는 동압과 후면에서의 정체유동이

크게 나타나는 0°에서는 큰 압력차가 발생한다. 하

지만 회전이 진행됨에 따라 전후면의 압력차는 점

점 감소하여 틸팅이 진행되는 회전 각도인 90°에서

는 전후면의 압력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틸팅형 풍력발전기에 대하여 5 m/

s의 저풍속을 기준으로 주속비에 따른 각 날개의 여

러 회전 각도에서 발생하는 출력 및 유동특성을 고

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풍력발전기를 지나는 바람은 상부에 위치한

날개에서는 정체유동이 생기고 하부에 위치한 날개

에서는 정체유동이 생기고 하부에 위치한 날개에서

는 틸팅으로 인하여 그대로 통과한다. 이러한 유동

특성으로 인하여 바람의 방향은 날개를 지나면서

위쪽으로 변한다. 

(2) 개별 날개에 작용하는 토크는 대체로 300°부

터 60° 사이에서 양의 토크가 형성되고 나머지 구간

에서는 음의 토크가 형성되며 최대토크는 330°에서

나타났다.

(3) 전방 날개와 후방 날개가 서로 60°가 엇갈리도

록 설계되어 동일한 출력과 유동특성이 60°마다 반

복적으로 나타난다.

(4) 개별 날개에서 발생하는 토크와 출력을 평균

할 결과, 최대 토크는 주속비가 작을수록 크지만 최

대 출력은 주속비가 0.2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틸팅

형 풍력발전기는 낮은 회전수로 운전이 가능하고

이는 소음 및 기계적 내구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

조이다. 또한 주속비가 0.5 이상인 조건에서는 음의

출력이 나타나 작동하지 않는다. 

(5) 회전 각도에 따른 날개 전후면에 발생하는 압

력과 전단응력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토크는 날

개의 전후면에 발생하는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며,

전단응력에 의한 토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저풍속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틸팅형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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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기에 대한 초기 단계로서 수치해석을 통해

구동 조건에 따른 거동 특성을 개략적으로 고찰하

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낮은 주속비에서 다양한 캠과

날개의 형상에 따른 영향을 실험을 통해 분석할 계

획이며. 수치해석에 틸팅 동작을 추가로 구현하여

실측과의 비교 고찰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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