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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 환경 구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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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 발전은 대체에너지의 일환으로 공해가 없고 작동의 신뢰도가 높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소수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의 대수력용 수차와는 달리 소수력용 수차 및 주변 시스템의 설계법이 근래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수차의 크기 및 수차의 잠김 정도가 일정한 유량과 유속에 대하여 수차의 각 운동량, 즉 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차의 적정 설치기준 및 수차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험 환경을 

구성하고, 구성된 실험 환경에서 자료 취득을 하기 위한 전자 회로 및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구성된 장치와 환경에서 취득한 

자료가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자료 취득(Data Acquisition), 제어시스템(Control System)

I. 서론

대체에너지의 일환으로 소수력 발전은 공해가 없고 작동의 신뢰

도가 높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소수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수력용 수차와는 달리 농수

로와 같이 좁은 수로에 설치되는 소수력용 수차 및 주변 시스템의 

설계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한 제어도 조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의 크기 및 수차의 잠김 정도가 일정한 유량과 유속에 대하여 

수차의 각 운동량, 즉 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수차의 적정 설치기준 및 유속 및 유량의 

변화에 따른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실험 환경 및 자료 취득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실험을 통하여 자료를 

취득하고 취득한 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II. 실험 환경의 구성

발전 설비는 수차와 발전기를 주요설비로 하여 조속기와 함께 

이에 부속되는 냉각수, 압축공기, 압축유, 윤활유 등의 공급장치, 
배수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와 이에 

부속되는 장치를 생략하고, 수차의 효율은 수차의 회전수에 의존

적임을 감안하여, 수차의 회전수 계측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장치

로서 축소 수차 모형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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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료 취득을 위한 회로 구성도

2.1 실험 환경의 구성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구성한 좁은 수로용 초소수력발전장치의 

축소모델 조립도로 실험 환경의 개념도이다. 실험 환경은 [1~2]참
고하여 구성하였다. 실제 수로와 유사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실험 환경 구축에 사용된 구성은 Main Pump, Sub Pump, Main 
Drain Tank, Sub Drain Tank, Level Tank, Main Supply Tank, 
Water Way, Water Wheel 등이다. Pump는 탱크 간 물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며, Drain Tank는 수로를 흐른 물의 회수 위해, Level 
Tank는 수위 조절을 위해, Main Supply Tank는 실험을 위한 수

위 구성을 목적으로 하며, 앞의 두 탱크는 오버플로우에 대한 대책

이 마련되어 있다. Water Way는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유속을 구성할 수 있다. 
동 실험 환경에서 물의 순환은 1단계로 Main Drain Tank와 

Sub Drain Tank로부터 Main Pump와 Sub Pump를 통해 Level 
Tank로 물이 공급되고, 2단계는 Level Tank에서 Main Supply 
Tank에 물이 공급되며, 동일한 수위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환경이 

Level Tank에 구성되어 있으나, Main Supply Tank에는 또 한 

번의 일정 수위 조절을 위해 Overflow 처리 모듈을 구성하였다. 
Overflow 처리 모듈을 지나는 물은 Sub Drain Tank로 돌아간다. 
3단계는 이렇게 일정 수위를 유지하는 Main Supply Tank로 부

터 Water Way에 물이 공급되며, 공급된 물은 Water Way를 지

나 Main Drain Tank로 돌아간다. 이런 구성을 통하여 Water 
Way에는 수량의 변동 없이 항상 일정량의 물이 흐르도록 구성하

여 실험 환경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2.2 자료 취득을 위한 하드웨어 회로의 구성  

그림 2는 차료 취득을 위해 구성한 하드웨어 회로도이다. 회로

에 구성된 기능은 컴퓨터와 통신 기능, 수차의 높낮이 조절 및 수

차의 회전 상태 파악 기능, 수차 높낮이 속도 제어 기능, 실험 환

경에 구성된 Tank의 수문 개폐 기능, Pump 작동 유무 제어 기능

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 기능은 COM 포트를 통하여 시리얼 통신을 하며 통신을 

위해 구성된 자료 교환 규약은 아래와 같다. 

< PC와 회로와 통신을 위한 설정 값 >

속성 설정 값 비고

흐름제어 None

전송속도 9600 bps

패리티 비트 None Parity

Stop 비트 1 Stop bit

< PC에서 Board로의 전송 데이터 구성 >

Byte 번호 값 비고

0 0x02 예약 / STX

1 0x44 예약

2 '-' / '+'
+ : Up

- : Down

3 '0'~'9'

수차 높낮이 제어를 위해 Stepping 

Mortor에  보내는 펄스 수

4 '0'~'9'

5 '0'~'9'

6 '0'~'9'

7 0x03 예약 / E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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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에서 PC로의 전송 데이터 구성 >

Byte 번호 값 비고

0 0x02 예약

1 'A' 예약

2 '-' 예약

3 '0' / '1'

      수차 회전 상태 값

      0 : 발광, 수광 차단

      1 : 발광, 수광 허용

4 '-' 예약

5 '0' / '1'

      수차 이동 상한 확인용

      0 : 이동 범위 내

      1 : 수차 이동 상한 도달 

6 '-' 예약

7 '0' / '1'

      수차 이동 하한 확인용

      0 : 이동 범위 내

      1 : 수차 이동 하한 도달

8 '-' 예약

9 '0'~'9'

      수차 높낮이 제어를 수행한  

      Stepping Mortor 펄스 수  

10 '0'~'9'

11 '0'~'9'

12 '0'~'9'

13 0x03 예약

14 0x0D 예약

15 0x0A 예약

수차의 높낮이 조절 기능은 스텝핑 모터를 통해 수행된다. 구성

된 회로에서 주어지는 신호에 의해 정 또는 역회 회전을 하여 상

하 움직임을 통해 높낮이 제어를 한다. 회로에서는 스텝핑 모터에 

보내지는 펄스를 통해 수차의 높낮이 상태를 파악한다. 또한 수차 

높낮이 속도 제어는 구성된 회로 상의 4개의 DIP 스위치를 이용

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차의 높낮이 조절 속도를 0~15까

지 16단계로 조절 할 수 있다. 
수로에 흐르는 유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전기적 제어가 가능한 

솔레노이드 밸브를 부착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실험 환경에 구성

된 수문의 개폐 기능을 수행하여 유량을 제어한다. 수차의 회전 감

지는 수차 축 끝에 7mm 정도의 날개를 달았고, 이 날개는 축이 

돌면 함께 돌아 발광, 수광 소자로 구성된 사이를 지나가며 통신을 

개폐하므로 이 개폐 상태를 측정하여 회전을 감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회전 상태는 0->1 또는 1->0 상태 중 하나를 택하여 판단

해야 한다. 그 밖에 펌프 작동 유무를 관장하는 스위치가 있으며 

그림 3은 구성된 실험환경의 사진이다. 

(a)

(c)

(d)

(b) (e)

그림 3. (a) 구성된 실험 환경  (b) 유량 제어용 밸브  (c) 수차 높낮이 

조절 장치  (d) 제어 회로  (e) 수차 회전 감지 장치

2.3 자료 취득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  

자료 취득을 위해 MFC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
성한 소프트웨어의 개략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

//물 깊이 측정
EvalWaterDepth( )
{
    //초기화 : 수차 정지 상태까지 상승
    while( WaterWheel != Stop )
    {
        일정량 수차 상승;
    }
    //수차를 물 표면까지 하강
    while( WaterWheel == Stop )
    {
        일정량 수차를 하강.
    }
    //물 깊이 측정 시작
    depth = 0;
    while( DownLimit == 0 )
    {
        일정량 수차를 하강.
        depth ++;
    }
    //물 깊이 측정 값 반환
    return dep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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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측정

EvalFlowSpeed( )

{

    //초기화 : 수차 정지 상태까지 상승

    while( WaterWheel != Stop )

    {

        일정량 수차 상승;

    }

    //수차를 물 표면까지 하강

    while( WaterWheel == Stop )

    {

        일정량 수차를 하강.

    }

    //유속 측정을 위해 일정 깊이만 내려 보냄

    while( DownLimit == 0 )

    {

        유속 측정을 위한 깊이까지 수차를 하강.

    }

    //유속 측정

    fSpeed = flowSpeed();

    return fSpeed;

}    

void main()

{

//사전 준비 : 수행할 다이얼로그 윈도우가 통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

Initialization( ); 

//통신 환경 설정 및 통신 시작 : COM 포트를 통해 시리얼 

통신을 위한 기본 값 설정. (흐름제어, 전송속도, 패리티 비트, 

스톱 비트 설정)

StartComm();

//물 깊이 측정 + 유속 측정 => 유량 계산

depth=EvalWaterDepth();

fSpeed=EvalFlowSpeed();

//물 깊이, 유속, 유량 기록.

Write( depth, fSpeed, depth*fSpeed );

for(수로각=0; 수로각<제한각; 수로각+=각측정단위) {

   for(유입량=0; 유입량<제한량; 유입량+=유입단위) {

      for( 잠김=0; 잠김<물깊이; 잠김+=잠김측정단위) {

         time = 측정 시간;

         while( time ) {

             수차 회전 기록 / 단위시간당;

         }

      }

   }

} 

}

III. 자료 취득

수차의 잠김에 따른 적정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로의 설정 

각도가 변화되며, 각도는 4.0o, 3.25o, 2.5o로 설정하였다. 수차의 

폭은 35mm로서 수로 폭 50mm의 70%이며, 유속 및 수심은 수

로의 경사가 3.0o이하에서 0.6m/sec, 30mm, 3.0o 이상에서는 

0.75m/sec, 25mm 정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유량은 930 
cm3/sec로 균일하다. 실험에서는 유량과 유속 등의 변화에 따른 

수차 발전기의 발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차의 회전수를 실

험 목적 자료로 취득하고자 하였다. 자료 취득을 위하여 수차 날개

는 세 가지 형상으로 하였고, 각각의 형상에 대하여 동일한 자료 

취득을 수행한 바, 계산된 데이터 수와 자료 취득 소프트웨어에 의

하여 취득된 수가 일치하였으며, 취득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

림 4와 같이 정규 뷴포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으며, 수차의 잠김 

변화에 따른 수차의 회전성능 변화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향을 보

였다. 

그림 4. 취득된 자료 샘플 분포도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용 수차를 이용하여 유량과 유속, 수차의 

크기 및 수차의 잠김 정도가 수차의 각 운동량 즉, 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 취득 환경과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환경과 소프트웨어로 수로의 경사 3단계, 수

차의 잠김 6단계로 하여, 1회 계측을 300초씩 150회 수행하였으

며, 취득된 sampling data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구성된 실험 환경 

및 자료 취득을 위한 회로 및 소프트웨어 구성과 취득 자료의 유

효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추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속과 유량 변화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최적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수차 자동 

제어용 소프트웨어 구성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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