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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선식 및 나선식의 조합형 조류 및 풍력 발전기

요약

본 발명은 조류 및 풍력의 힘을 이용한 발전 방법으로써 조류나 풍력을 사선형 구조에서는 사선으로 나선형 구조에서는 나

선으로 받아 회전 발전하는 원리라 하겠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대한 실시예의 사시도

도 2는

도 3은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날개 'A'군 : A날개 묶음 날개 'B'군 : B 날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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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지지축 D : 회전체군

W : 바람이나 조류의 힘

G : 회전체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조류 및 풍력 발전에 관한 것으로, 조류나 풍력을 나선형으로 받아 회전하는 수직축 회전체와 사선으로 힘을 받

아 회전하는 날개군으로 구성된 발전기라 하겠다.

종래의 수평식 발전기나 수직축 발전기는 조류나 풍력이 회전체를 통과함으로 힘을 전달하고 기능을 다하였으며 그러므로

아직 재활용이 가능한 힘을 통과시키므로 기당 효율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하겠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한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당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쟁력 있는 전기 발전 산업에 기여함에 있다

하겠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면 조류나 풍력의 힘이 가해지면 나선형의 회전체(도1의 D)에 1차적으로

힘을 가하고 통과하면서 (도1의 D)를 회전시키고 2차적으로 도 1의 날개 'A'군,'B'군(회전체)를 통과하면서 날개군 A,B를

회전 시킬것이다.

도1의 지지축 C를 기준으로 회전체 A 군, B 군, D 군은 회전할것이다.

또한, 지지축 C를 기준으로 날개군A와 B군의 각도는 30°전후가 될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의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조류 및 풍력발전기에 따르면 기당 효율을 극대화 할수있을 뿐만아니라 기당 발전 용

량 증가에 효과적이므로 발전기 대형화에 효과적이다 하겠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의 원리로 구성된 조류 및 풍력 발전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조류이나 풍력을 에너지로 만드는 수단인 회전체 군 G 속에 날개군을 1개, 2개, 3개 이상으로 하는 발전

기.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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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조력이나 풍력을 에너지로 만드는 수단인 회전체 군 G를 지지축에 1개, 2개, 3개 이상으로 설치하는 발

전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조력이나 풍력을 에너지로 만드는 수단인 날개군 D의 날개를 2개, 3개 ,4개 이상으로 설치하는 발전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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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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