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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osan has been developing a 5MW class gas turbine engine, DGT-5. Campbell diagram has been 
used for prediction of possible occurrence of resonances of rotating machinery. The Campbell 
diagram consists of blade natural frequency and excitation frequency. In this paper, modal 
characteristics of compressor and turbine blades are investigated and Campbell diagram is obtained. 
We calculated compressor and turbine blade’s natural frequency using ANSYS tool. The result has 
been verified through test. 

 

1. 서
♣
 론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5MW급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DGT-5)의 운전 속도는 10000 rpm 이상의 

고속 조건으로 설계 되었다. 가스터빈 엔진 

블레이드는 해당 운전 속도까지 다양한 주파수로 

가진 되며, 운전영역에서 공진은 블레이드 파손을 

초래할 수 있다. 압축기 블레이드의 파손의 경우 

후단 블레이드까지 연쇄 파손 위험 및 전체 

가스터빈 손실 가능성이 있다1). 

실제로도 GT11N 압축기 블레이드의 HCF로 

인하여 가스터빈 파괴 사례도 있다2). 

일반적으로 가스터빈 엔진 블레이드와 같은 회전

체의 공진 가능성은 Campbell diagram으로 평가한

다. Campbell diagram은 회전체의 운전 속도에 따

른 공진 여부를 평가하는 그래프로 공진 평가를 위

해서는 운전 범위 설정 및 블레이드의 고유주파수 

계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터빈의 압축기 및 터빈 블레이

드의 Modal Analysis와 Test를 통하여 고유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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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Campbell diagram을 

구하여 공진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2. Modal Analysis 

2.1 Modeling 

현재 개발 중인 가스터빈 엔진 압축기는 축류 10

단과 원심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류 압축기는 

dovetail type과 annular root attachment type으로 

로터와 조립된다. 전단과 후단의 소재는 각각 

Titanium과 Steel-alloy를 사용하고 있다.  

터빈 블레이드의 경우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1단의 경우 Shroud type이지만 체결은 되어 있

지 않으며 2, 3단의 경우 shroud type이며 체결되

어 있다. 

본 연구는 압축기 블레이드의 경우 사이즈 및 조

립구조가 다른 dovetail type인 1, 4단 블레이드와 

annular root attachment type인 5, 10단 블레이드

를 대상으로 Modal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터빈 블

레이드의 경우 가장 가혹한 조건을 받는 1단 블레

이드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압축기 1, 10 

단 블레이드와 터빈 1단 블레이드의 3D Modeling

을 Fig.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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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essor 1st stage blade 

 
(b) Compressor 10th stage blade 

 

 
(c) Turbine 1st stage blade 

 
Fig. 1 3D Model of DGT-5 Compressor / Turbine 

blade. 
 

ANSYS Modal analysis을 위하여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3). 

1. 블레이드 root 상단 부분에 Fixed support 

조건을 부여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실제 운전 중 회전으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Rotation Speed 조건을 1의 조건에 추가로 

설정하여 Modal Analysis를 수행하였다. 

 

2.2 Analysis Result  

(1) Compressor Blade  

압축기 블레이드 해석은 각 3개의 모드에 대하여 

모드 형상을 구하였으며 고유주파수는 6차 모드까

지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2는 압축기 1단 블레

이드의 모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1차 모드는 

Bending Mode 2, 3차 모드는 각각 Twisting Mode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압축기 블레이드의 경

우 고유주파수 값만 다르고 모드 형상은 1단과 동

일한 형상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Fig. 3~6는 압축기 블레이드의 모드 별 고유 주

파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지 상태와 운전 상태에

서 고유 주파수 값을 비교 하고 있다. 

x 축은 각 진동 모드이며 y축은 고유주파수이다. 

막대 그래프는 각각 정지 및 운정 상태의 고유주파

수는 저차 모드의 경우 약간 증가하나 고차 모드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Fig. 2 Mode shape of 1st stage Compressor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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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alysis result of Compressor 1st stage Blade. 

 

 
Fig. 4 Analysis result of Compressor 4th stage Blade. 

 

 
Fig. 5 Analysis result of Compressor 5th stage Blade. 

 

 
Fig. 6 Analysis result of Compressor 10th stage Blade. 

 

 

(2) Turbine Blade 

터빈 블레이드는 가장 가혹한 조건을 받는 1단 블

레이드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조건은 

압축기 블레이드와 동일하다. Fig. 3는 터빈 블레이

드 모드 형상이며 Fig. 8은 터빈 블레이드 고유 주

파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구한 압축기 블레이드와 동일하게 모드 형상

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블레이드 진동이 Beam 

진동을 따라 진동하기 때문이다.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Fig. 7 Mode shape of 1st stage Turbine blade. 
 

 
Fig. 8 Analysis result of Turbine 1st stage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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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al Test 

모달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달 시험을 

수행하였다. 다음 Fig.9은 모달 시험 개념도를 나타

내고 있다. 모달 시험은 가속도계를 사용하지 않고 

간섭효과를 이용한 Holographic Test 방식으로 수

행하였다. 

 

 
Fig. 9 Set up of Modal Test. 

 

시험 조건은 해석 조건과 동일하게 블레이드 root 

부분을 고정하였으며 가진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서 

발생하는 모드 형상을 확인하였다.  

Fig. 10는 압축기 1단 블레이드의 모드 형상으로 

이는 Fig. 2와 비교하여 동일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압축기 1단 블레이드 이외의 블레

이드도 해석과 동일한 형상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Fig. 11은 압축기 블레이드의 시험 결과를 분포도 

형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분포가 일정하게 보임을 

알 수 있다.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Fig. 10 Test Result of 1st stage Compressor blade. 
 

 
Fig. 11 Test Result of 1st stage Compressor blade. 

 

Table 1 Natural frequency of Blade. 
Compressor Blade 

 
1st 4th 5th 10th 

Turbine

Error 3% 9% 3% 1% 9% 

 

Table 1은 각 블레이드에 대한 1차 모드 고유주

파수 해석 값과 시험 값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critical한 모드는 1차 Bending 모

드이며 시험 값과 FEM값을 비교하여 그 오차가 크

지 않기 때문에 실제 Campbell diagram 해석 시 

시험 값이 아닌 해석 값을 사용하여도 무방함을 알 

수 있다. 

4. Campbell Diagram Analysis 

압축기와 터빈 블레이드 고유주파수 계산 값을 토

대로 Campbell diagram 해석을 수행하였다. 가진 

인자로는 각 해당 Blade의 개수 및 전, 후단 vane

의 개수이다. 운전 범위는 정격 운전 속도의 일정 

범위로 결정하며 해당 운전 범위내에서 가진 성분

과 블레이드의 고유주파수가 일치하면 공진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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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 1단의 경우 블레이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고유 주파수가 낮은 관계로 1차 고유 주파수

와 3 ~ 6차 가진 모드와의 공진 여부를 파악하였으

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운진 영역에서 공진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12~16은 압축기 각 1, 4, 5, 10단 블레이드

와터빈 1단의 Campbell diagram을 실선은 1 ~ 4차 

고유주파수 이며 점선은 해당 블레이드의 전, 후단 

Vane 및 블레이드 개수 이다. 저차 가진 성분은 대

부분 낮은 가진 주파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후단 

블레이드의 경우 1차 고유 주파수 미만이기 때문에 

압축기 1단을 제외한 다른 블레이드 가진 성분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프에서 한 Level은 압축기 1단 블레이드의 

경우는 200 Hz이며 그 외의 블레이드는 2000 Hz를 

나타내고 있다. 

 

 
Fig. 12 Campbell diagram of 1st stage Compressor 

blade. 
 

 
Fig. 13 Campbell diagram of 4th stage Compressor 

blade. 
 

 
Fig. 14 Campbell diagram of 5th stage Compressor 

blade. 
 

 
Fig. 15 Campbell diagram of 10th stage Compressor 

blade. 
 

 
Fig. 16 Campbell diagram of 1st stage Turbine blade. 
 

Campbell diagram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각 단

의 블레이드에서 공진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발전용 소형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운전 

중 공진 안전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결론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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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Tool을 사용하여 해석한 정지상태에서 

압축기 및 터빈 블레이드 모달 FEM 값과 시험 값

이 일치하므로 추후 Campbell diagram 해석 시 블

레이드 고유 주파수 값은 FEM 값을 사용하여도 타

당한 값을 얻을 수 있다. 

 

2) Campbell diagram 해석을 통하여 압축기 / 터

빈 블레이드의 운전영역에서 공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주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5 MW급 고효율 발전용 소형 가스터빈 엔진 개발”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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