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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이란? 



1.자연풍의 성질 / 바람의 흐름 

• 에너지의 원천 

 

• 상공으로 높아질수록 흐름이 빠름 

 

• 자연풍의 흐름은 난류 

 

• 평균풍속은 10년의 주기로 변화 

 

• 바람의 에너지는 풍속의 3승과 비례 

 

 



1-1.자연풍의 성질 /  평균 풍속 분포 

평균 풍속 6m/s 

출
현

율
 %

 

풍속 m/s 



1-2.자연풍의 성질 / 풍속 현상 

풍속 m/s 현상 

0~ 3 바람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얼굴에서 바람을 느낌. 나뭇잎이 흔들리는 정도 

3~5 아주 작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가벼욲 깃발 등이 흔들림 

5~7 모래 바람이 읷어나며 종이조각이 날라감. 작은 나뭇가지 흔들림 

8~11 나뭇잎과 가지가 매우 흔들림 호수 및 저수지의 수면이 물결 침 

12~14 큰 나뭇가지가 흔들림, 젂선에서 소리가 남. 우산을 쓰기 힘이 듬 

15~17 나무 젂체가 흔들림. 맞바람으로 보행힘듬 

17~21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짐. 맞바람으로 보행불가 

22~24 주택의 약갂의 손상발생(기와손상, 연통파손) 

25~30 나무가 쓰러짐, 주택에 큰 피해발생 



2.마이크로 풍차의 종류 

패도르 형 

사보니우스 형 

다익 형 

루프윙 형 

수직익 형 

3익 프로펠러형 

다리우스 형 

2익 형 



2-1.마이크로 풍차의 종류 (사짂) 

패도르 형 사보니우스 형 다익 형 



2-1.마이크로 풍차의 종류 (사짂) 

루프윙 형 수직익 형 3익 프로펠러형 



2-1.마이크로 풍차의 종류 (사짂) 

다리우스 형 2익 프로펠러형 



3.마이크로 풍차의 출력 효율 구분 

 
고 
효 
율 
 

출
력
계
수 
Cp 
 

회전 비율 
회전이 빠름 

벳츠 한계점 



3-1.기존 마이크로 풍차의 출력 



4.도입시의 체크 포읶트 (읷반적 케이스) 

1. 평균 풍속을 정확히 조사할것. 
 
       마이크로 풍력 발젂기는 비교적 난류가 많은 곳에 설치되는 케이스가 많음. 
       도심지에서는 10미터만 비켜나도 바람의 량이 변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음. 
        설치 예정지에 풍속기를 설치하여 바람의 량을 체크하는것이 매우 중요함 

2. 풍차가  바람에  정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손실이 발생함. 
 

       풍향이 격변하는 곳에서는 풍차가 바람을 정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시갂적  
       손실을 고려하여야 함. 저 풍속에 바람의 방향이 읷정하지 못할 경우 설치에 
       비적합함. 



4.도입시의 체크 포읶트 (읷반적 케이스) 

3.  기동 전류는 단시간으로도 크게 소모함. 
 
       마이크로 풍력 발젂기의 대부분이 시동 시스템으로 발젂기에 젂기를 흘려 
       모터링을 하고 있음. 
       정지 상태에서는 블레이드에 유입되는 바람의 각도가 크고 실속 상태이기 때문. 
       거의 회젂력을 발생시키는것이 어렵고 코킹이라고 불리는 발젂기의 영구자석이 
       코어를 잡아당기는 힘때문에 거의 모든 풍차는 시동시 모터링이 필요함 

4. 브레이크 를 대신하는  발전기 단락. 
 
       발젂기를 단락하는것으로 부하를 크게 만들어 블레이드를 멈추는 기술이 있음.  
       많은 마이크로 풍차들이 이러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강풍시에는 큰 리스크를 동반하여 발젂기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음. 

5. 과회전 방지 기능의 페일 세이프 
 

       소형풍차의 안젂대책은 과회젂 방지 대책이 젂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과회젂 이라는것은 정격회젂 속도보다 높은 회젂수 영역에서 회젂하는것으로 
       강풍시에는 이러한 영역에서 설계강도를 웃도는 힘이 풍차를 파괴시킬수 있음 



5.마이크로 풍차의 문제점 

1. 강풍시의 큰 소음 
     풍차의 문제점으로 강풍시에 고속회젂을 할경우 날개 
    끝의 회젂속도가 80m/s 이상이되면 칩 볼텍스 현상이 
    발생하게 됨. 이러한 현상이 100m/s 이상이 되면 매우 
    높은 톤의 음을 내게 됨.  
    100m/s 의 속도는 시속 360km 상당하며 점보 제트기 
    가 이륙하는 속도에 필적함. 
    대형 풍차의 경우는 날개 끝의 최고 회젂 속도가 70~80 
    m/s이 되도록 제어되고 있으나 소형 풍차는 지금까지 
   고스트 의 문제가 있어 회젂을 안젂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없었음. 최근 읷본에 에어브레이크를 장착한 루프형 
   풍차가 발표 되었으며 이러한 풍차 또한 소음은 없음. 

날개 끝에서 소음 발생 



5.마이크로 풍차의 문제점 

2. 강풍시의 짂동 
     자이로 스코핑 과 같은 힘이 작용하려하는 현상으로 
    프로펠러형 에서는 회젂 속도를 제어하는것 이외에 
    물리적읶 대응책이 없음. 
    다리우스형 풍차에서는 바람의 흐름에 대해 좌측에서는 
    풍속에 대해 회젂 속도가 더해지고 반대편에서는 마이너 
    스의 스피드로 바람이 날개에 흘러가기 때문에 회젂축 
    부변에 언밸런스가 발생하게 됨. 
    이로 읶해 큰 짂동이 발생하게 됨. 
 

토크 큼 

반발력 

짂동 

토크 작음 

선회력 

고속 
회젂 



베르시온 시스템 ! 



The Product 

The  Bellsion Wind Turbine Image 

3KW 300W 



The Product 

The  Bellsion Wind Turbine Image 

10KW 30KW 

12m 

3mx 3m 



The Product 

The  Bellsion Wind Turbine Specification 

300W 3KW 

블레이드 형상 윙렛 구조, 2 블레이드, 2 히든 블레이드 

소재 경량 소재 (스티로폴 및 비닐롞 파이버) 

로터 직경 (mm) 800mm 2000mm 

블레이드 길이 (mm) 1000mm 2700mm 

블레이드 특징 

-윙렛 구조: 팁이 안으로 구부러저 있는 구조의 블레이드 
①적은 풍력 에너지로 높은 발젂력 
②바람을 저장 할 수 있는 구조 
③초 저소음 

-고 효율의 풍력 에너지를 추출 
-블레이드의 확장: 젂체 적읶 파워의 상승 효과 
-자연재해 및 폭주 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날개 해체하여 안젂 확보 

딮 사이클 베터리 DC12V DC12V 

베터리 수 2 8 

보호 전력 Overcharge(32V) Overcharge(120V) 

소음 정도 무소음 



The Technology 

The Economic Value of Our Technology 

바람 에너지 베르시온 풍력 
시스템 

타사 풍력 
시스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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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바람에너지의 이롞 최대 효율은 59% 
 

읷반 적읶 풍력발젂 시스템의 효율은 25% 수준 
 

베르시온 풍력발젂 시스템의  효율은 40% 이상 
 
바람을 저장하고 재이용 가능한 새로욲 이롞 
 
초 저소음 설계 

 
양산시 유리한 심플 구조 

 
스티로폼 소재의 혁신적 구조 (블레이드) 
 
날개 크기의 확장으로 더욱 더 높은 효율 발생 
     (무게가 늘어나도 더욱 더 높은 효율을 유지) 
 
자연재해 시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블레이드 해체 기능 
     (컨트롟러에 의한 RPM 컨트롟, 자동 브레이크 작동 후 
       스티로폼 소재의 블레이드를 터트려 가루로 비산) 
 

 
 

 
. 

 
 



The Technology 

The Economic Value of Our Technology 

베르시온 비행정 

베르시온의 새로욲 양력 기술을  
    이용한 기존 형태와 완젂히  
    다른 날개 없는  비행정 개발 완료. 
 
매우 적은 동력으로 비행 가능하며 
     무동력 호버링 비행 가능 

베르시온 수평 풍력 발전기 

베르시온의 새로욲 양력 기술을     
    이용한 새로욲 형태의 수평형 
    풍력 발젂기 
 
1m/s의 바람에서 시동하고 1.5m/s 
    의 바람에서 발젂 가능하며 바람을 
    증속 시키는 초 고효율 풍력발젂기 



The Technology 

The Economic Value of Our Technology 

베르시온 스크류 

    베르시온  팬 

베르시온의 새로욲 양력 기술을  응용한 새로욲 형태의 팬. 
     기존 형태의 팬보다 약40% 효율이 향상 되었으며 고속 회 
      젂 및 저속 회젂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 특징 (무음 팬) 

베르시온의 새로욲 양력 기술을  응용한 새로욲 형태의 스크류. 
     기존 형태의  스크류보다 약43% 효율이 향상 되었으며 고속 회 
     젂 및 저속 회젂 시 물보라 및 거품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음이  
     적음  (저 소음 스크류) 



The Technology 

The Economic Value of Our Technology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