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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 is a clean, inexhaustible, indigenous, energy resource that can generate  
  enough electricity to power millions of homes and businesses.  
 
* Wind energy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forms of electricity generation  
  in the world. 
 
* Wind Turbine is a machine for converting kinetic energy in wind to mechanical  
  energy. If the mechanical energy used directly by machinery such as pump or 
  grinding stones, the machine is called a Wind Mill. If the mechanical energy is 
  then converted to electricity, the machine is called a Wind Generator or Wind  
  Power. 

    

 풍력 발전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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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의 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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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기의 전형적인 타입 (수평축 vs. 수직축) 

(참고) 수직축 풍력발전기의 주요특성 
 
-.  풍향변화에 관계 없이 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소음 수준이 상당히 낮으며, 낮은 타워에도 설치 가능하다.  공용건물 옥상 등에 
유리함 
-.  동일 정격출력 대비 수평축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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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aerodynamic operating principles of Wind Turbine :   

The wind passes over both surfaces of the airfoil shaped 
blade. The pressure difference between upper and lower 
surfaces results in aerodynamic force called ‘lift’. This 
force causes rotation about the hub. 
 
In addition to ‘lift’ force, a ‘drag’ force perpendicular to 
the ‘lift’ force impedes rotor rotation. 
 
A prime objective in wind turbine design is for the blade 
to have high lift-to-drag ratio.  

 

 풍력발전기의 회전원리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양력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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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풍속의 3승에 비례 

Note: 
Cp 의 최대 이론 한계치는 0.593 임! 
(일반 방식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음)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Cp를 극대화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제작단가가 적정선에 있을 수 있어야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음! 
 
단가를 유지하면서 Cp를 최대화 하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으며, 저 풍속에서 발전량을 올리려면 
A(면적)을 늘여야 하는데 이는 보통 제조단가 상승으로 
이어짐. 
 
풍력발전기의 효율성(상품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풍력발전기 자체효율 + 설치비 포함 가격  

 
 기준 풍속에 대한 단위 kW당 생산 단가가 척도임! 
 물론 설치지역의 평균 풍속은 5m/s 이상은 되어야 
함 

 
[검토사항] 
풍력발전기 효율이 아무리 좋은 경우라도 가격이 비싼 
경우는 보통 저렴한 모델 다수 개를 설치하는 총 누적 
발전량이 많은 편임 (내구성은 동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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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풍력발전기의 부품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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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s to Wind Turbine 

(풍력발전기 시스템 구성품 동향 - 대형시스템)       



Prof. Kim, Dong-Hyun, Structural /Design Dynamics and Computer Applied Engineering (SDCAE) Lab. (http://sdcae.gnu.ac.k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Republic of Korea / Tel: 82-55-755-2083 / e-mail: dhk@gnu.ac.kr 

9 

 
 
 
 
 
 
 
 
 
 
 
 

소형 풍력발전기의 부품구성 (예) 

- 소형 풍력발전기의 경우도 크기만 적을 뿐 주요 구성요소는  유사하며, 
      대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효율, 신뢰성 및 저단가 설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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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동률(availability)은 시스템 이용상황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또 설비이용률은 전력취득용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 중요한 지표이고,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시스템의 설비이용률(capacity factor, C.F.)은 풍차가 건설되어 있는 
지점의 평균풍속,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지형, 또 해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설비가동률 산정 식에서 연간가동시간에 
고장, 보수, 정비 등에 요구되는 운전휴지 시간은 제외됨. 

풍속과 출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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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풍력 산업 활성화의 기본 척도는 국내외 시장수요에 부합되는  
고효율(저단가) 풍력발전기의 개발?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형풍력발전기가 많이 있다. 

 
풍력발전기 회사는 생존을 위해 시장개척을 해야 한다. 

 
세계시장의 관점에서 소형풍력발전기 또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국내 소형풍력발전 관련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가 산업아이템의 발전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정책과 내수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축적 

후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였다. 그렇다면 소형풍력은? 
 

수출기반 없는 소형풍력발전기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세계 소형 풍력발전기 및 부품 시장 진입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무엇인가?                                                                  

소형풍력발전기는 도대체 누가 주로 구매하는가?                              

소형풍력발전기 응용사례 및 생각해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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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소형 풍력발전기 설치사례(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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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5kW and 20kW Chinese Wind Genera
tors have been exported to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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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풍력발전기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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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풍력발전기 파기스탄 수출사례(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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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풍력발전기 미국 수출사례(중국) 
5kW / 10kW / 2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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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풍력발전기 유럽 수출사례(중국) 
5kW / 10kW / 2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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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국 소형풍력 시장분석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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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국 소형풍력 시장분석 요약자료 



Prof. Kim, Dong-Hyun, Structural /Design Dynamics and Computer Applied Engineering (SDCAE) Lab. (http://sdcae.gnu.ac.k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Republic of Korea / Tel: 82-55-755-2083 / e-mail: dhk@gnu.ac.kr 

24 

 (참고) 중국 소형풍력 시장분석 요약자료 



Prof. Kim, Dong-Hyun, Structural /Design Dynamics and Computer Applied Engineering (SDCAE) Lab. (http://sdcae.gnu.ac.k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Republic of Korea / Tel: 82-55-755-2083 / e-mail: dhk@gnu.ac.kr 

25 

 (참고) 중국 소형풍력 시장분석 요약자료 

•중국측에서 2008년 발표 당시 기준임! 



Prof. Kim, Dong-Hyun, Structural /Design Dynamics and Computer Applied Engineering (SDCAE) Lab. (http://sdcae.gnu.ac.k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Republic of Korea / Tel: 82-55-755-2083 / e-mail: dhk@gnu.ac.kr 

26 

 (참고) 중국 소형풍력 시장분석 요약자료 

• 2008년 당시 기준 중국에 약 40만대 정도가 설치되었고, 8만대 정도가 수출되었다고 함. 
    (주로 15개의 중국기업이 해당 수요를 담당하였다고 함.  소형풍력 기업들이 기반을 다질 수 있음) 
 

[잠깐 생각해 볼 점] 
 
• 엄청난 수의 중국제 풍력발전기는 모두 인증을 받은 것일까? 중국정부의 소형풍력에 대한 정책 기조는? 
• 최근에도 중국업체들은 소형풍력발전기를 전세계로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품질은 괜찮은 것일까?) 
 
•소형 풍력발전기를 자전거나 스쿠터에  비유한다면 기본 기능하니깐 역시 가격 싼 것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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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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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풍력발전기 기업동향 (미국 등) 

2010 AWEA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에 약 
250개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기업이 누락된 것을 보면 수요조사에 
오차는 있는 듯) 
 
그 중 95개(36%)의 기업이 미국에 있고, 최소 
47개의 기업이 상용제품을 팔고 있음. 
 
99%의 미국 소형풍력 기업이 직원 100명 
미만임. 
 
미국에서 확인된 소형풍력 생산기업은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29개가 늘었음. 
 
미국 10개 기업이 전세계 소형풍력발전기 절반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  
본 자료의 뒷부분에 있는 영국시장 자료를 
참조하여 비교해 볼 필요 있음. AWEA가 
미국에 있으므로 아무래도 미국 위주의 
자료작성이 되었을 수 있음. 
 
소형 풍력발전기 분야는 통계 잡기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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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풍력발전기 설치 동향 (미국) – 2009년 

미국의 경우 2009년  
1kW 풍력발전기 가격을 평균 
500만원으로 고려했을 때, 
내수 500억, 수출 890억 
정도에 해당 



Prof. Kim, Dong-Hyun, Structural /Design Dynamics and Computer Applied Engineering (SDCAE) Lab. (http://sdcae.gnu.ac.k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Republic of Korea / Tel: 82-55-755-2083 / e-mail: dhk@gnu.ac.kr 

31 

미국 AWEA 권장사항  풍력발전기는 허브 높이에서의 평균풍속이 최소 5.36 m/s 이상인 지역에  설치 
 
(참고) 풍력발전기의 발전량은 풍속의 3승에 비례함.  P = Cp x 0.5 x rho x A x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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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풍력발전기 설치 동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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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풍력발전기 설치 동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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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0MW급 풍력발전기 개발사례 
 10MW Class Off-Shore Wind-Turb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