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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인 에너지 발생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수직축
터빈은 풍력 및 소수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장치로 최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수배관

내부에서 작동하는 수직축 터빈의 설계 변수에 따른 효율 변화를
분석하고, 발전량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수직축 터빈의 성능 해석 절차는 격자 의존도 시험과 실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터빈의 설계 변수로는 주속비와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을 선정하였으며, 설계 변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하였다. 터빈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평균 동력 계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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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류의

속도와

터빈의

회전

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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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는 변수로, 해석 결과 주속비 2.5인 조건에서 최대의 평균 동력
계수가 추정되었다.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은 작아질수록 높은 평균
동력 계수가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직축 터빈의 형상적인 특성으로
인해 성능에 저해가 되는 방향의 토크가 발생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터빈 상류에 block을 설치하여 이 영역으로 유입되는 유동을 억제하여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균 동력 계수가 가장 높게
추정되는 조건인 주속비 2.5인 조건에서 터빈 상류에 설치하는 block의
경사도와 높이를 변화시켜가며 증가하는 발전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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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급증하였고,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국가 전체 공급에너지의 25%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1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풍력 및 태양광과 더불어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9%, 2030년까지 11.6%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년 총
에너지 생산량의 7.0%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장하는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하였다. [1] 그러나 대규모
발전 설비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그 외의 발전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수력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은 풍력 발전과 동일하게 주로 유동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한다. 풍력 발전은 높은 효율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주요

재생

에너지원으로

선정되어왔다.

그러나

풍속이

불규칙하여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매우 한정적이다.
반면에 소수력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은 양식장 배출 수, 각종 송수관로,
하수처리 후 배출 수 등 버려지는 수력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수배관에 터빈을 설치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동이 보장되며, 수중에 설치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풍력발전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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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소음 및 시각적 공해가 적다. [2] 또한 도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과 전기의 공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국 다양한
기관에서도 수배관 내부에서 작동하는 터빈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Lucid Energy 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직경 60
cm이상의 대규모 수배관 내부에서 작동하는 양력형 수직축 터빈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3]

그림 1. Vertical axis turbine – Lucid energy

그러나 국내의 수력 터빈 및 블레이드 정밀 설계 및 제조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 성숙도가 낮고 설비 대부분을 유럽, 일본 등을
통하여 수입하는 등 해외 기술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산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외국 기술 의존성에서 탈피하고 한국의 장점인 IT기술을 발전
장치에 접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국내 잠재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세계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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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유동의 운동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터빈은 유동의 흐름과 터빈
회전축 사이의 각도에 따라 수평축 터빈과 수직축 터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축 터빈은 최적의 성능이 높은 회전 속도에서 발생하여 기어
커플링을 줄 수 있어 발전기 연결이 용이하며, 터빈 날개 피치를
제어하여 스톨 발생을 억제하여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4] 이러한
이유로 수평축 터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Bahaj 등은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직경 800 mm의 날개 3개로 구성된
모형스케일 터빈의 성능해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터빈의 침수 깊이와
성능과의 관계, 두 개의 터빈이 작동할 때의 간섭 효과 및 캐비테이션
초생 영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터빈의 침수 깊이가
얕은 경우 동력 계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여러 대의
터빈으로 인한 간섭 효과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5]
Lee

등은

날개요소운동량이론(Blade

Element

momentum

Theory;

BEMT)과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해석 기법을
제안하고, 두 해석 기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짧은
시간 내에 터빈의 성능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BEMT 기법을 설계
초기단계에 활용하고, 비교적 정확한 성능 추정이 가능하고 터빈 주위
유동 정보가 획득 가능한 전산유체역학 해석 기법을 상세설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6]
Seo 등은

수평축

터빈의

에너지

변환 메커니즘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예인수조에서 수평축 터빈을 지난 직후의 후류를 스테레오
입자영상 유속계(Stereo Particle Image Velocimetry; SPIV)를 사용하여
3

계측하고, 터빈에 유입되는 유동의 운동에너지와 터빈을 지난 유동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터빈에서 획득한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유동의 운동에너지가 변환되는 메커니즘을 밝혀내었다. [7]
Mason-Jones 등은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수평축 터빈의 성능
해석 및 설계 변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Bristol 해협의
해역자료를 바탕으로 수직 속도 구배를 고려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고
CFD 해석에 적용하여 터빈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8]
MacLeod 등은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수평축 터빈의 후류를
모델링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 대 및 두 대의 터빈이 설치된 해석
도메인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고 후류 특성을 파악하였다. [9]
수평축

터빈과

비교하였을

때

수직축

터빈은

형상이

비교적

간단하여 제작이 간편하고, 발전기 등의 장치가 외부에 위치할 수 있어
유지 보수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0]
Yang 등은 유체구조 난류모델을 새롭게 제시하여 수직축 터빈에
적용하였다. 유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을 모델링하고 모형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11]
Ouro 등은 실험을 통하여 수직축 터빈의 후류가 회복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후류

영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경험식을 통하여 후류를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2]
Han 등은 헬리컬 터빈의 성능 해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날개의 비틀림각과 높이와 직경의 비율에 초점을 맞춘 형상 최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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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13]
Chen 등은 100 mm 소형 배관에서 작동하는 수직축 터빈의 성능
해석을 상용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 및 실험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전산유체역학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검증하고, 다양한
형상에 대하여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성능해석을 수행하고 최적의 형상을
도출하였다. [14]
Edwards 등은 소형 수직축 풍력 터빈의 성능에 대한 실험과 2차원
및 3차원 전산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실험은 풍동에서 이루어졌으며,
3차원 전산해석 결과는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는 반면 2차원
전산해석 결과는 2배 이상의 높은 효율을 추정하였다. 2차원 해석
결과에서는

회전하는

유동

구조가

충분히

표현되지

않아

효율을

과도하게 추정한다고 밝혔다. [15]
Ponta 등은 조류발전용 수직축 터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터빈
주위의 유동을 가속시키는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channeling device)을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네 가지 구조물에 대하여 비교하였고,
조류의 속도가 낮은 경우 구조물을 설치하였을 때 발전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16]
앞서 언급된 연구들과 같이 터빈의 성능 해석을 위해 다양한 수치
해석 기법과 실험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조류 발전 터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어왔으나 배관 내부에서 작동하는 터빈의 성능은
최근에 수행되고 있으며, 배관 내부에서 작동한다는 환경적인 조건으로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한 수직축 터빈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형 수직축 터빈의 성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였다.
5

터빈의

설계

변수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6

분석하였고,

발전량을

1.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배관 내부에서 작동하는
수직축 터빈의 성능 해석 기법을 정립하고 검증하며, 검증된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수직축 터빈의 성능해석 및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다리우스형

수직축

터빈의

단독상태

성능을 해석하는 기법을 정립한다. 정립된 해석 기법은 격자 의존도
시험 및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그 정도를 검증한다.
검증된 전산유체역학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배관 내부의 구형
수직축 터빈에 대한 성능 해석을 수행한다. 터빈의 회전속도와 터빈배관 사이 간격에 따른 효율의 변화를 확인하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한다.
터빈 회전속도와 관련된 변수로는 주속비를, 터빈-배관 사이 간격에
대한 변수로는 tip clearance를 채택하였다. 설계 변수의 영향은 유동
구조와 효율을 비교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역토크가 발생하는 위치의 상류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역토크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활성 토크가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유속을 증가시켜 발전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차단막의 형상,
위치에 따라 증가하는 발전량을 비교하여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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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직경 1 m인 배관 내부에서 작동하는 수직축 터빈을
해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터빈은 형상은 그림 2와 같
다.

그림 2. Turbine design: (a) side view and (b) top view

구형 터빈의 날개 수는 6개이며, 터빈의 직경은 0.82 m이다. 터빈 날
개는 NACA 0020 단면의 형상이며, 터빈의 중앙에 위치한 17 mm 원판에
서 양 끝단으로 모이는 형상이다. 익형은 원판 영역과 구형 양 끝단을
제외한 영역, 즉, 날개 반경 위치 |r/R| = 0.02에서 0.85까지 사용되었다. 각
날개의 코드 길이는 0.18 m이며 디스크에서 양 끝단에 이르기까지 일정
한 크기와 모양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주속비 범위는 1.5에서 3.0까
지로 산정되었다. 터빈의 회전운동은 AMI(Arbitrary Mesh Interface)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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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 해석 기법
2.1. 해석 솔버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보존 방정식
으로 각각 (1)과 (2)와 같다.

=0
+

여기서

,

=−

1

(1)

̅
+

−

(2)

̅
, ̅는 각각 속도, 압력, 밀도의 시간평균을 나타내며,

는 레이놀즈 응력항을 나타낸다. 레이놀즈 응력항은 난류모델은
Menter가 제안한
−

−

SST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17, 18]

SST 모델은 역압력구배가 강한 유동에 사용하기 적합한 모델로,

터빈이나 프로펠러의 유동 해석에 사주 사용되는 난류모델이다.
SST 모델은 경계층 내부에서는 Wilcox의
경계층 밖의 영역에서는 standard
응력항은 (3)과 같이 표현된다.

−

9

−

−

모델 [19] 을 사용하며,

모델 [20] 을 사용한다. 레이놀즈

= −2

+

2
3

(3)

는 와 점성계수(eddy viscosity)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난

여기서
다.

(4)

=
(4) 에서
한다.

는 turbulence kinetic energy,

̅ 는 평균 변형률 텐서로 (5)와 같다.
̅=

−

는 eddy dissipation rate 을 의미

1
2

+

(5)

SST 모델의 난류 수송방정식은 (6)과 (7)로 표현된다.

+
+

=

−

=

∗

−

+2

(1 −

+
+

)1

10

+
+

(6)

(7)

여기서

,

,

은 (8)과 같다.

=
여기서

∗

= 0.09,

=
= 5/9,

= tanh

= 0.075,

= 2.0,

√
∗

(8)

= 2.0 이다.

시간 미분항은 2차 정도의 Crank-Nicolson 기법을 사용하여 이산화하
였으며, 속도-압력 결합에는 PIMPLE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PIMPLE 알
고리즘은 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PISO) 알고리즘과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SIMPLE) 알고리즘을 조합한
알고리즘으로, PISO 알고리즘의 압력 수정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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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 도메인, 격자 및 경계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터빈은 배수계통의 배관 시스템에 사용할 목적
으로 개발된 터빈이며, 배관 시스템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A schematic view of the drain system

터빈이 위치하는 구역의 배관 직경은 1016 mm이다. 터빈의 크기는
배관 내부에 존재 가능한 이물질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터빈과 배관
사이에 여유 공간이 존재하도록 820 mm로 선정하였다. 좌표계 및 경계
조건은 그림 4와 같다. 원점은 터빈의 중심에 위치하며, 유동 방향은 x축
과 나란한 방향이며 y축을 기준으로 터빈이 회전하며 발전한다. 해석 도
메인은 그림 5와 같다. 터빈은 유입구에서부터 터빈 직경의 2.35배 떨어
진 거리에 위치하며, 출구는 터빈에서 터빈 직경의 6.38배 떨어져 있다.
유입구의 속도 경계조건은 Dirichlet 경계조건, 압력 경계조건은 Neumann
경계조건으로 고정된 유속의 유동이 들어오도록 하였다. 배관 벽면에서
는 속도 경계조건으로 no-slip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출구의 경계조건
12

은 속도 경계조건으로 Neumann 경계조건, 압력 경계조건으로 Dirichlet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그림 4. Coordinate system and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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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Vertical axis turbine installed in a water pipe: (a) side view and (b) top
view

터빈의 회전운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격자를 두 영역으로 나누어 생
성하였다. 그림 6과 같이 터빈을 포함하는 구형 영역과 구형 영역을 감
싸는 나머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두 영역이 만나는 면의 경계
조건으로는 arbitrary mesh interface(AMI) 경계조건을 사용하였고, 그림 7
및 (9)와 같이 선형 보간법을 통하여 물리량의 교환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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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ating region >
그림 6. Computational domains and mesh

그림 7. Physics quantity interpolation between arbitrary mesh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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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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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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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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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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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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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는 도메인의 i번째 노드의 물리량 추정치를 의미하며,

서브 도메인의 j번째 노드의 물리량을 의미한다.

,

는

는 도메인의 i번째

노드와 서브 도메인의 j번째 노드의 거리를 나타낸다.
전산해석 기법을 이용한 성능해석에 사용된 격자는 하이브리드 격자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Lee등은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조류발전
터빈의 성능해석에서 하이브리드 격자 기법을 적용하여 통상적인 정렬격
자 기법과 비교하여 해석 결과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였다.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하이브리드 격자 기법은 정렬 격자 계와 비 정
렬 격자 계가 혼합된 격자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먼저 해석 도메인을 복
잡한 형상을 갖는 해석대상이 포함된 서브 도메인과 나머지 영역으로 구
분하고, 복잡한 형상이 포함된 서브 도메인은 비 정렬 격자 계로, 나머지
영역은 정렬 격자 계로 구성한다. 이 기법은 복잡한 형상 주위 격자의
질을 좋게 생성하기 용이하며, 도메인 전체가 비 정렬 격자 계인 것에
비하여 격자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림 8은 터빈 주위의 비 정렬 격자 계
와 정렬 격자 계로 구성된 영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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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Hybrid mesh (a) subdomain near the turbine and (b) structured
subdomain

17

2.3.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est
2.3.1. Verification test
격자 의존도 시험을 통하여 해석에 사용한 격자가 적합한지 확인하
였다. 격자 의존도 시험은 미국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에서 제안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21] 세 가지 격
자 케이스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각 격자 케이스의 격자 크기 대표 값
비율을 약 1.33d으로 유지하여 일정한 공간 격자의 확장비를 갖도록 하
였다. 터빈이 한 주기동안 회전하면서 받는 토크의 평균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으며, 격자 의존도 시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Mesh dependency test result

Coarse

Medium

Fine

Total number of cells

1,173,848

2,758,399

6,500,778

Representative cell, ℎ

0.0182

0.0137

0.0103

-

1.33

1.33

Torque [Nm]

855.3215

894.5942

913.5970

Difference rate

-

4.39%

2.08%

Ratio of ℎ

Apparent order,

Results

2.55

Extrapolated value,

931.4119

Approximate relative error,

2.08%

Extrapolated relative error,

1.91%

Grid convergence index,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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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기동안 터빈에 작용하는 평균 토크는 각각 855.3215 Nm,
894.5942 Nm, 913.5970 Nm로 계산되었다. 해석의 apparent order는 2.55로
도출되었으며, 본 해석기법의 공간에 대한 정도인 2차와 가까운 값으로
도출되었으며 GCI index는 2.44%로 계산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격자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석에는 medium 조건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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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Validation test

선행연구(Maitre 등, 2013)의 다리우스형 수직축 터빈의 실험 결과와
본 연구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의 실험은 캐비테
이션 터널에서 다리우스형 수직축 터빈의 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도메인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Computational domain for Darrieus turbine (a) size view and (b) top
view

다리우스형 수직축 터빈은 원기둥 형태의 형상으로 밑면의 반지름(D)이
175 mm, 높이(H)가 175 mm이다. 날개 단면은 NACA 0018의 형태이며 코
드 길이(C)는 32 mm이다. 터빈의 회전 축은 유입구로부터 525 mm(3D)
2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출구에서 1225 mm(7D) 만큼 떨어져 있다.
경계 조건은 본 연구의 구형 터빈 해석에 사용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였다.
검증 해석은 유입류의 유속(

)이 2.3 m/s 로 일정한 상태에서 다섯

가지의 회전 속도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해석 조건을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Validation test conditions

[–]

[ rad/s]

[–]

Case 1

1.0

26.29

4.05×106

Case 2

1.5

39.43

6.07×106

Case 3

2.0

52.57

8.10×106

Case 4

2.5

65.71

1.01×107

Case 5

3.0

78.86

1.21×107

여기서

는 주속비(tip speed ratio, T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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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터빈의 회전 속도,

는 코

드 길이 기반 레이놀즈 수를 의미한다. 주속비( )와 코드 길이 기반 레이
놀즈 수(

)는 (10) ~ (11)와 같이 계산된다.

=
=
여기서

는 물의 밀도,

(10)

=

(11)

는 물의 점성계수를 의미한다.

선행 연구의 실험 결과와 본 연구의 해석 결과의 동력 계수를 비교
하여 검증하였으며, 동력 계수는 (12)와 같이 계산된다.

=
여기서

(12)

는 터빈에 작용하는 토크를 의미한다. 그림 10은 터빈의 회전

각도에 따른 동력 계수를 비교한 결과이며, 그림 11은 TSR에 따른 평균
동력 계수 곡선을 비교한 결과이다. 터빈 회전 각도에 따른 동력 계수와
TSR에 따른 평균 동력 계수를 비교하였을 때 모두 5% 이내의 오차 범
위에서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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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ower coefficient of the Darrieus turbine at various T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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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veraged power coefficients of the Darrieus turbine at various TSRs

검증 해석 결과 모든 주속비 조건에 대해서 실험 결과 값과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해석 기법이 수직축
터빈의 성능 해석을 비교적 정확히 추정한다고 판단하였다.

24

3. 결과 및 토의
3.1. 터빈 성능 해석
3.1.1. 주속비에 따른 터빈의 성능해석
주속비에 따라 변화하는 터빈의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다. 네 가지
주속비(

= 1.5, 2.0, 2.5, 3.0)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동력 계수(

)는

(13)과 같이 계산한다.

=
여기서
밀도,

(13)

1
2

는 터빈에 작용하는 토크,

는 터빈의 회전 각속도,

는 유동 방향에 대한 터빈의 횡단면적,

는 물의

은 유동의 유입 속도

를 의미한다. (13)의 분모는 파이프의 유입구에서 유입되는 유동의 운동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림 12은 주속비에 따른 평균 동력 계수를 나타내며, 해석 결과 주
속비 2.5인 조건에서 가장 높은 동력 계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3에서는 날개 주위 유동장을 보여주고 있다. 주속비가 낮은 조건
일수록 앞날 근처에서 강한 회전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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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verage power coefficient

(a)

(b)

(c)

(d)

그림 13. Non-dimensioned velocity magnitude and streamlines at phase angle =
85 deg. on

= .

plane (a) TSR = 1.5, (b) TSR = 2.0, (c) TSR = 2.5 and (d)
TSR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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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등은 터빈의 성능해석에서 주속비의 변화는 날개의 받음각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7] 그림 14는 날개의 받음각
과 터빈 날개 단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고 있다. 주속비가 감소하
면 터빈의 회전 속도가 줄어들어 날개의 받음각이 커지고, 받음각이 커
질수록 큰 양력과 모멘트가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받음각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스톨이 발생하여 양력이 감소하고 항력이 커지
게 된다.

그림 14. Schematic diagram of the angle of attack and force acting on the cross
section of the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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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ngle of attack versus the blade position for several tip speed ratio

그림 15는 해석에 사용된 네 가지 주속비 조건에서 날개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적인 날개의 받음각을 나타낸 그림이다. 주속비가 낮
은 조건일수록 받음각의 최대 최소값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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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에 따른 터빈의 성능해석
터빈 – 배관 사이 간극(gap)에 따른 터빈의 성능해석은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주속비 2.0 조건과 2.5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은 (14)와 같이 터빈과 배관 사이의 거리에 대한 배관 직경의 비로
정의한다.

=

여기서

는 배관의 직경,

−

× 100 [%]

(14)

은 터빈의 직경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9.3%, 15.0%, 12.0%의 세 가지 터빈 – 배관 사이 간
극에 대한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6은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격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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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Detailed view of gap and domain interface: (a) 19.3% gap, (b) 15.0%
gap and (c) 12.0% gap

그림 17은 주속비 2.0과 2.5 조건에서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에 따른
동력 계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터빈 – 배관 사이 간극가 감소할수록
동력 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이
19.3%에서 15.0%로 감소할 때 동력 계수가 3% 증가하였고,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이 15.0%에서 12.0%로 감소할 때 동력 계수가 2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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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ower coefficient of the turbine with respect to gap

그림 18은

= 0.1

평면에서 무차원화된 속력과 유선을 나타

낸 그림이며, 그림 19는 유입구에서부터 터빈을 지나며 교란된 유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무차원화된 속력이 0인 지점이 박리가 시작되는 지점
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 18을 통하여 간극이 작아질수록 박리의 발생
위치가 뒷날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박리가 앞날쪽에서 발
생할수록 양력이 작아지고 항력이 커지면서 터빈에 작용하는 토크가 작
아져 동력 계수가 낮게 추정된다. 그림 19의 (a)에서는 유선은 복잡하게
꼬여 있는 반면에 (c)의 유선은 비교적 꼬임이 적다. 즉 터빈 – 배관 사
이 간극이 큰 조건의 후류는 비교적 교란이 적은 반면 터빈 – 배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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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이 작은 조건에서는 유동의 교란이 크다.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이
작은 조건일수록 후류를 교란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어 발전량과
동력 계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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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

(a)

< S.P.
>

(b)

< S.P.
>

(c)
그림 18. Non-dimensioned velocity magnitude and streamlines at phase angle = 5
deg. on

= .

plane (a) gap = 19.3%, (b) gap = 15.0% and (c) gap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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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Wake flow streamlines configuration with gap: (a) 19.3%, (b) 15.0%
and (c)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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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발전량 증대 방안
수직축 터빈의 형상적인 특성으로 인해 phase angle에 따라 일부 날
개에서 성능에 저해가 되는 방향의 토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줄이
는 방안으로 성능 저해가 발생하는 위치의 상류에 block을 설치하여 유
입류를 제한하는 동시에 정방향 토크가 발생하는 영역의 유속을 증가시
켜 터빈의 발전량을 증대시킨다.

터빈 회전 방향

inflow

(a)

(b)

그림 20. A schematic view (a) normal system and (b) suggest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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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해석 조건 및 block 형상 정의
해석 조건은 가장 높은 효율을 발생시키는 주속비 2.5인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터빈 앞에 block을 설치하고, 설치된 block의 형상 및
터빈과의 거리를 변화시켜가며 변하는 발전량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Block 형상은 경사면의 형태이며 세 가지 경사 각도와 높이에 따라 해석
을 수행하였다. 30도, 45도, 60도의 경사면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한 뒤, 가
장 높은 발전량을 보이는 경사도 30도 block에 대해 높이를 변화시키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a)

(b)

(c)
그림 21. Turbine with block (a) 30 deg., (b) 45 deg. and (c) 60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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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경사도에 따른 해석 결과
설치된 block의 경사도를 변화시켜가며 해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경
사도가 30도인 조건에서 가장 높은 발전량이 도출되었다.

표 3. Computational result with various slope block and without block

Torque [ Nm ]

[-]

Δ

[ Pa ]

No block

894

0.2610

5.001×104

30 deg.

3,366

0.9827

1.2533×105

45 deg.

3,300

0.9634

1.4357×105

60 deg.

3,205

0.9357

1.6183×105

여기서 Δ 는 유입구와 유출구의 압력 차이를 나타낸다.

Block이 설치된 조건과 설치되지 않은 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block

이 설치된 경우 동력계수가 확연히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유
동의 유입구와 유출구의 압력 차이는 증가하였다. Block을 설치한 조건에
서 경사도가 30도인 block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높은 동력계수가 도출
37

되었으며, 유입구와 유출구의 압력 차이도 가장 낮게 추정되었다. 그림
22와 그림 23은 각각 무차원화된 속도장과 유선과 y-vorticity를
0.1

=

평면에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2에서는 성능을 저해하는 위

상의 날개 근처의 유동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며, Block이 강한 회전유
동을 유발하면서 터빈의 회전방향으로 유동장을 형성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와 그림 23을 통해서 Block의 경사도에 따라 유동 구조
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경사가 급할수록 유동이 가속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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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2. Non-dimensioned velocity magnitude and streamlines on

= .

plane with (a) 30 deg. block, (b) 45 deg. Block and (c) 60 deg.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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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3. Y-vorticity contours on

= .

plane with (a) 30 deg. block, (b)

45 deg. block and (c) 60 deg.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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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Block 높이에 따른 해석 결과
경사도에 따른 해석 결과 경사도가 30도인 block을 설치한 경우 가
장 높은 동력 계수가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block 높이는
배관 직경의 0.4배, 0.5배, 0.6배로 변화시키면서 경사도는 30도를 유지하
였다. 해석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Block 높이가 배관
직경의 0.5배일 때 가장 높은 동력 계수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Block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유입구와 유출구의 압력 차이는 증가하는 결
과가 나타났다.

표 4. Computational result with various height block and without block

Torque [ Nm ]

[-]

Δ

[ Pa ]

894

0.2610

5.001×104

0.4

3,056

0.8922

8.1305×104

0.5

3,366

0.9827

1.2533×105

0.6

3,291

0.9608

2.3939×105

No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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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4. Non-dimensioned velocity magnitude and streamlines on
plane with (a)

= .

block, (b)

= .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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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and (c)

= .

= .

그림 24는 block 높이에 따라 무차원화된 속력과 유선을 나타낸다.
Block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가속되는 유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block이 낮은 조건에서는 block이 높은 조건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감속
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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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배관 내부에서 버려지는 수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
전하는 수직축 터빈의 최적화된 작동 조건을 확인하였고 주속비와 터빈
과 배관 사이의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이 터빈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터빈은 6개의 날개로 이루어진 구형 수직축 터빈
이며 날개 단면은 NACA 0020 형상으로 구성된다.
주속비의 변화는 날개의 받음각에 영향을 주며, 날개 받음각에 따라
서 동력계수가 변하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 터빈은 주속비 2.5 조건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배관 내 유동 에너지의 약 26.1%를 수
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빈 – 배관 사이 간극 관점에서 터빈의 성능은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이 작을수록 터빈의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이
작아질수록 위상이 5도인 날개에서 박리가 뒷날 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이 작을수록 터빈 – 배관 사이 틈을
지나는 유동이 가속되면서 박리를 뒷날 쪽으로 미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리가 뒷날 쪽으로 밀려날수록 항력이 감소하고 양력이 증가하여 동력
계수가 높게 추정되었다. 전체적인 유동의 흐름은 유선을 통하여 확인하
였다.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이 큰 조건에서는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이
작은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터빈을 지나는 유동이 교란되는 정도가 심하
며, 유동의 교란에 더 큰 에너지 소모가 이루어지면서 터빈의 성능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터빈 상류에 block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터빈의 발전량
을 증가시켰다. 수직축 터빈의 형상적인 특성으로 인해 날개가 특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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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위치할 때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의 토크가 발생하는데, 상류에 위
치한 block은 이러한 영역으로 유입되는 유동을 억제한다. 30도, 45도, 60
도의 경사도를 갖는 block을 설치하였을 때 30도의 경사도를 갖는 block
에서 가장 높은 동력 계수가 추정되었고, 경사도를 30도로 유지하면서
block의 높이를 배관 직경의 0.4배, 0.5배, 0.6배로 변화시켜가며 해석한 결
과 block의 높이가 배관 직경의 0.5배인 경우 가장 높은 동력 계수가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배관 내부에서 작동하는 수직축 터빈의 설계 변수인
주속비와 터빈 – 배관 사이 간극이 터빈의 동력 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수직축 터빈의 형상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량을 증대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안된 발전량 증대 방안에 따라
실제 배관이 작동하는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높이의 block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발전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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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Improvement
of Power Generation for Vertical Axis Turbine in a
Water Pipe

Honggu Yeo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adays demand for eco-friendly energy-generating devices is increasing as
a way to reduc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Vertical axis turbine is a device that
generates power using wind or hydraulic power, and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cently. In this study, a computa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for
figuring out the efficiency changes according to the design variables of vertical
axis turbines operating inside a water pipeline. This turbine collects unused energy
from the flow inside the pipe. The computational method was verified by grid
dependency test and validated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experiments. The
design variables are tip speed ratio (TSR) and turbine-pipe gap. The tip speed ratio
is a variable defined as the ratio of the inlet speed to the turbine rotating speed,
with the maximum average power coefficient estimated at TSR = 2.5. The smaller
turbine-pipe gap, the higher average power coefficient was estimated. Finall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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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was suggested to increase the amount of power generation by installing
block at upstream of the turbine. The highest power coefficient was estimated when
the block slope was 30 degrees and the height was half of the pipe diameter.
Keywords: Vertical axis turbin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Water
pipe, Turbine performance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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