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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power generation is very suitable renewable energy for the application to 

Korean western and south coastal regions where characterized as having high current 

speed. Being different from tidal power generation that needs tremendous dam structure 

to preserve water, the current power generation utilizes the ocean current flow without 

damaging to estuary area and its environment. There are still many area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power generation for the actual field installation. As 

designing muti module with several rotors, the interaction between rotors will occur that 

would affect the efficiency and RPM of each rotor. In this study, the interactions caused 

by gaps between rotors in multi module are studied. 

1. 서   론

해류 발 은 조력 발 과 달리 을 만들고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류 는 조류의

흐름을 이용 발 하는 방식이다. 해류 발 의 요구 

조건  기본 인 연구는 Garbuglia et al.(1993), 

Young(1966), Bernshtein(1995) 등에 의해 소개

되었다. Paish et al.(1995)는 새로운 개념의 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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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시스템을 소개하여 실해역 실험을 수행하 다. 일

본에서는 이와 다른 형태인 다리우스 형태의 연구가 진

행되었다 (Shiono et al., 1999). Walsum (1999)

은 Fundy에서 응용되는 형태를 소개하 다.

본 연구는 해류발  방식  국내 해양 환경에 

합한 수평축 방식(조철희 등, 1999)을 이용해 

블래이드 상호간의 간섭효과를 측정하여, 멀티 모

듈화를 한 기 연구를 포함한다.

2. 실험방법

2.1 블래이드

본 연구는 해류 발  블래이드들을 가로축, 세로

축  각 방향에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각 블

래이드 간의 상호 간섭 향을 연구하 다. 블래이

드 간격 변화(1D/2, 1D, 3D/2, 2D, 3D)  유

속의 변화(0.2m/s, 0.4m/s, 0.6m/s, 0.8m/s)

에 따른 특성을 실험 분석하 다. 

 

(a). 평면                    (b). 측면
그림 1. 블래이드

그림 1과 표 1는 블래이드 제원을 보여 다.

표 1. 블래이드 제원

항      목 제       원

재     료 Aluminum

블래이드 수 3개

블래이드 직경 8.5 inch (21.6cm)

피     치 8.0 inch (20.3cm)

2.2 회류수조  측정장치

실험에 사용한 회류수조 제원은 표 2에 있다. 최

 실험 유속은 1.2m/s까지 가능하다.

표 2. 회류수조 제원

Main 

Particular

Length 6.0m

Breadth 1.0m

Height 3.0m

Max. Velocity 1.2m/s

Measuring

Section

Length 2.3m

Breadth 1.0m

Height 0.9m

2.3. 실험방법

블래이드 단독 설치 사진을 그림 2에 나타냈다. 

두 개 이상의 블래이드 사이의 간섭 효과를 연구하

기 해, 단독 블래이드일 경우 RPM 값을 측정하

고, 이 값을 기 으로 두 개 이상 설치되었을 때의 

블래이드 RPM 값과 비교하 다.

그림 2. 실험체 기본 세  사진

블래이드 사이의 가로축  세로축 간격과 각 

간격의 간섭 효과를 알아보기 해 그림 3와 같이 

블래이드의 치를 정하 다. 가로축 간격을 1D/2 

단 로 하여 3D/2까지 실험을 하 다. 세로축 간

격은 1D～3D까지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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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블래이드 치

가로축 간격의 간섭 연구를 해 그림 4와 같이 

블래이드 간격을 직경의 1D/2이 되게 하여, A1과 

A3는 1D, A1과 A4는 3D/2가 되게 하여 각각 블

래이드의 RPM을 측정하 다. 

그림 4. 가로축 간격 간섭효과 실험

세로축 간격의 간섭효과는 그림 5과 같이 B1과 

B2의 간격을 1D, B1과 B3는 2D, B1과 B4는 3D

가 되게 하여 각 블래이드의 RPM을 측정하 다. 

그림 5. 세로축 간격 간섭 실험

각 치의 간섭 효과를 측정하기 해 그림 6

과 같이 A1, A2, A12에 블래이드를 설치하여 각

의 RPM을 측정하 다. A1과 A2 블래이드 간격

은 1D/2, A12 블래이드는 앞쪽 블래이드부터 1D 

뒤쪽에 설치되었다.

그림 6. 복합 간섭 실험

와 같이 세 가지 치변화에 따른 간섭효과를 분

석하 고, 4 가지 유속 (0.2m/s, 0.4m/s, 0.6m/s, 

0.8m/s)을 용하 다. 

3. 실험 결과

3.1 측정 치별 RPM

블래이드는 수조의 앙에 치시켰고 수조 바닥으

로부터 40cm 그리고 수조 벽면과는 최소 15cm 

이격하여 실험하 다. 유속에 따른 각 치별 블래

이드의 RPM은 표 3과 같이 치별 블래이드의 

RPM이 거의 일정하여 바닥과 벽에 의한 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유속에 따른 블래이드 RPM

A1 A2 A3 A4 A12 B1 B2 B3 B4

0.2㎧ 37.0 37.3 37.3 37.0 37.3 37.0 37.3 37.3 37.0

0.4㎧ 93.3 93.3 93.3 93.0 93.3 93.3 93.3 93.3 93.0

0.6㎧
142.

3

142.

7

142.

3

142.

3

142.

7

142.

3

142.

7

142.

3

142.

7

0.8㎧
189.

0

189.

3

189.

0

189.

7

189.

7

189.

0

189.

0

189.

3

18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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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로축 간섭

가로축 간섭을 연구하기 해 그림 7부터 그림 

9와 같이 간격을 변화시켜서 실험을 하 다.

그림 7. 가로축 간섭 측정 (A1&A2, 1D/2)

그림 8. 가로축 간섭 측정 (A1&A3, 1D)

그림 9. 가로축 간섭 측정 (A1&A4, 3D/2)

그림 10. 가로축 간섭의 향

그림 10은 가로축 간격에 따른 간섭효과를 보여 

다. 두 개의 블래이드가 수평으로 나란히 설치되

면, 단독 블래이드(▲)보다 RPM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간섭은 유속이 증가

함에 따라 그 향은 더욱 커졌다. 

블래이드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RPM값은 단

독 블래이드와 근 함을 알 수 있다. 즉 블래이드 간

격이 클수록 간섭 향은 어짐을 알 수 있다. 

블래이드의 간격이 크고 유속이 작을 때 주변블래이

드의 RPM이 거의 동일하게 된다. 블래이드 간격이 

3D/2이고, 유속이 0.2m/s 일 때 두 개 블래이드 

사이의 상호 간섭 향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3.3 세로축 간섭

가로축 간섭 실험은 그림 11 ～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그림 11. 세로축 간섭 측정 (B1&B2,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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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세로축 간섭 측정 (B1&B3, 2D)

그림 13. 세로축 간섭 측정 (B1&B4, 3D)

그림 14. 세로축 간섭의 향

그림 14은 세로축 간격의 간섭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뒤쪽에 설치된 블래이드(■)는 앞쪽에 

설치된 블래이드(●)의 간섭 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앞쪽에 설치된 블래이드(B1) 역시 뒤쪽에 

설치된 블래이드의 간섭을 받는다. 이러한 간섭은 

단독 설치(▲)와 두 개의 블래이드를 설치했을 경

우 RPM의 차이가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고, 

유속이 증가 할수록 앞쪽 블래이드는 뒤쪽 블래이

드의 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다.

블래이드 앞뒤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뒤쪽 블래

이드는 앞쪽 블래이드의 향을 덜 받게 되지만, 

좌우간격 간섭의 경우 블래이드 사이의 간격이 

3D/2, 유속이 0.2m/s 일때 간섭이 거의 없는 것

과 비교하면, 블래이드는 좌우간격보다 앞뒤 간격

의 간섭을 더 크게 받음을 알 수 있다.

유속의 증가하면 앞쪽 블래이드와 뒤쪽 블래이

드의 RPM의 차이가 커지므로, 유속이 증가 할수

록 뒤쪽 블래이드는 앞쪽 블래이드의 향을 더 많

이 받음을 알 수 있다. 

3.4 각 방향 간섭에 의한 향

가로축 간격을 1/2D, 세로축 간격을 1D로 설

정한 각지 의 향을 그림 15와 같이 측정하

다.

그림 15. 각 간섭 측정 (A1&A2&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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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각 간섭 향

그림 16은 각 간섭 실험 결과를 보여 다. 좌

우 간격으로 1D/2 간격을 가진 블래이드(A1, 

A2)의 RPM(▲●)은 거의 일치하 지만, 각 방

향에 치한 블래이드(A12)의 RPM(■)값은 간

섭 향으로 작아졌다. 이러한 향은 유속이 증가

함에 따라 어들어, 유속이 0.8m/s에서는 A1, 

A2, A12의 모든 블래이드 RPM값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각에 치한 블래이드의 경우 유속이 

증가 할수록 간섭 효과가 어듬을 알 수 있다. 

  속도별, 블래이드 치별 RPM값이 표 4에 정리되었다. 

표 4. 측정값 정리

간격 거리 치 0.2㎧ 0.4㎧ 0.6㎧ 0.8㎧

가로축

간격

1D/

2

A1 33.7 87.0 136.3 178.7

A2 34.7 87.0 135.7 177.0

A1 35.3 87.7 137.7 181.0
1D

A3 36.0 88.0 138.3 181.3

A1 36.0 90.0 139.7 183.33D/

2 A4 36.7 89.7 140.0 182.3

B1 34.7 88.0 136.7 179.7

세로축

간격

1D
B2 15.7 65.7 110.0 151.3

B1 34.3 88.0 136.3 180.0
2D

B3 21.7 71.0 118.0 156.7

B1 34.7 88.3 137.3 181.0
3D

B4 24.7 77.0 127.0 163.3

A1 35.7 87.7 136.3 179.3

각간섭 A2 36.0 87.0 135.7 179.7

A12 28.0 83.0 135.3 180.3

3.5 유속에 따른 RPM 감소율

그림 17은 유속에 따른 RPM의 감소율을 나타

내며 세로축 뒤쪽에 치한 블래이드 ( , ●, ▼, 

■)의 RPM 감소율은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0.6m/s가 넘어서면 약간

의 증가를 보인다. 이는 블래이드의 형상  블래이

드와 지지된 구조물에 의한 항  와류 등의 

향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유속이 빠르다고 해서 무

조건 출력이 증가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로축 간격과 세로축 간격 모두 블래이드 사이

의 간격이 클수록 블래이드 상호간의 간섭은 고, 

가로축 간격의 향보다 세로축 간격의 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가로축 간격의 간섭은 모든 조건

에서 10% 미만으로 찰되었다.

그림 17. 유속에 따른 블래이드의 RPM 감소율

3.6 가로축 간경에 따른 RPM의 감소율

그림 18은 가로축 간격에 따른 RPM의 감소

율을 보여 다. 블래이드 간격이 커질수록 RPM 

감소율은 작아진다. 이러한 감소율은 0.2m/s 

(●)일 경우 가장 격한 변화를 나타내며, 블래

이드 사이의 간격이 3D/2일 때 0.2m/s (●), 

0.6m/s (◆)의 유속에서 가장 은 감소율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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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가로축 간격에 따른 RPM 감소율

가로축 간격에 따른 블래이드 RPM 감소율은 

2～8% 정도로 가로축 간격에 의한 블래이드 상호

간의 간섭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7 세로축 간격에 따른 RPM의 감소율

그림 19은 세로축 간격에 따른 RPM 감소율을 보

여 다. 세로축으로 설치된 블래이드의 RPM은 간격

이 커짐에 따라 RPM 감소율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유속이 0.2m/s일 때 블래이드 간격이 커질수록 

감소율 감소를 보인반면, 0.4m/s～0.8m/s에서 

감소율은 비교  게 나타났다. 유속이 0.2m/s～

0.6m/s 사이에서 유속이 증가 할수록 감소율이 작

아지는 반면, 0.8m/s( )가 되면 오히려 감소율은 

0.6m/s(◆)일때보다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9. 세로축 간격에 따른 RPM 감소율

4. 결론

여러 유속 조건하에서 복합 블래이드의 가로축, 

세로축, 각 치의 간섭 향을 실험을 통하여 알

아보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정리하 다. 

(1) 유속 증가에 따라 가로축 간격의 간섭 향은 

커진다.

(2) 가로축 간격에서 블래이드 RPM 감소율은 2～

8% 정도로 간격에 의한 간섭이 비교  다.

(3) 세로축 간격일 경우 뒤쪽 블래이드는 유속이 

증가 할수록 앞쪽 블래이드의 향을 크게 받

는다.

(4) 세로축 간격에서 블래이드 RPM의 감소율은 

0.2～0.6m/s 사이에서 유속이 증가 할수록 작

아지는 반면, 0.8m/s가 되면 감소율은 0.6m/s

일 때 높아진다..

(5) 각 간섭의 경우 유속이 증가 할수록 간섭 

향이 작아진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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