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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문

제와 화석연료의 점진적 고갈에서 오는 대체에너

지원 개발의 필요성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등과,

결부되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강조 되었으

며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원에 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 (green

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천명하고 기후변화growth)' ,

와 청정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신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환경보존적인 측면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대명사로 풍력발전을 떠올리게

되었으며 최근의 환경적 변화는 청정에너지원으,

로써 풍력에너지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게 되었다.

풍력터빈은 블레이드 허브 주축 증속기 발전, , , ,

기 및 제어장치 피치 및 요 장치 유압 및 제습, , ,

냉각 유닛 등의 구성기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

성기기들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복합

시스템이며 이 구성기기의 설계 및 제조기술 풍,

황 및 각종 자연조건 신기술의 도입 시장의 요구, ,

사항을 고려한 다양한 외부 환경에 따라 풍력터빈

의 설계가 이루어지며, 설계 시 극한의 풍속에서

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사용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유지와 보수를 할 수 있는 기계

를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각 구성.

품들에 작용하는 하중과 구성품들 사이에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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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발전기로 전달하는 체결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블레이드 체결부의 유한요소 모델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험적 모드해석을.

이용하여 각 부품의 고유진동수 및 고유모드를 추출하였으며 사용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한 모드해

석을 통하여 추출된 유한요소 모델의 고유진동수와 고유모드 비교를 통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정격풍속 상태와 한계풍속 상태에서 응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시 작동,

상태의 경계조건과 중력 및 바람에 의한 하중이 고려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analysis of the joint that transmits power from the blades to the generator is

performed using the FEM (finite element method). The mode shapes and natural frequencies were extracted

using experimental modal analysis in order to establish the FEM model. Then, the model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mode shapes and natural frequencies to those obtained from the ANSYS modal analysis.

Dynamic stress analysis was performed at the rated and limited wind speeds considering the wind load and

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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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수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력해석을 수행,

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

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선호 등(1)은 복합재 블레이드에 대하여 정하

중해석 및 고유진동수해석을 수행하였다 김홍관.

등(2)은 구조해석 모드해석 좌굴해석 및 구조시험, ,

을 수행하였다 이승표 등.
(3)은 초소형 블레이드에

대하여 공력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해석을 수행하,

였다 등. Mahmood M. Shokrieh
(4)은 복합재 블레이

드의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블레이드가 바람에

의하여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하중을 발전기까지

전달하는 요소인 체결부의 허브와 주축을 고려하

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브와 주축은 특성.

상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와 주기다 다양하며 특,

히 허브에는 블레이드가 직접 연결되어 반복적인

하중이 작용하며 정지 시 작용하는 관성에 의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터빈의 허브 역할을 하는

소형풍력터빈의 블레이드 및 체결부를 대상으로

유한요소모델을 수립하고 정격풍속 상태 및 한계,

풍속 상태에서 구조적인 안정성 평가를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를 이용하여 응력해석을 수ANSYS

행하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 안을 제시하였다.

소형풍력터빈 체결부 구조2.

해석에 사용된 풍력터빈은 급 소형풍력터빈1kW

으로 은 그 제원을 나타낸다 체결부의 구Table 1 .

조는 블레이드홀더와 볼트 및 플레이드로 이루어

져 있다 블레이드홀더는 블레이드를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의 지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지대는3 ,

플레이트와 볼트 및 너트를 이용하여 블레이드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블레이드홀더의 재질은 스.

테인리스강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료의(SUS304) ,

물성치는 밀도 7900kg/m
3 영률, (Young's modulus)

포아송비 이다193 GPa, (Poisson's ratio) 0.29 . Fig.

은 블레이드와 결합된 소형풍력터빈의 체결부 구1

조를 나타낸다.

Table 1 Wind turbine specification

Rated power 1kW

Rated wind speed 12.5 m/s

limited wind speed 50 m/s

Rated rotational speed 1000 rpm

Number of blade 3

Blade length 0.966 m

Fig. 1 The structure of the joint for a small wind

turbine

유한요소모델 수립3.

유한요소 모델3.1

블레이드 체결부의 동적 응력해석을 위하여 블

레이드 블레이드홀더 플레이트 볼트 및 너트를, , ,

모델링 하였으며 유한요소 모델링에는 를, ANSYS

사용하였다 는 블레이드 체결부의 차원 모. Fig. 2 3

델을 나타낸다 블레이드와 블레이드홀더의 유한.

요소 모델은 각각 개 개의 요소52162 , 31064

와 개 개의 절점 을 갖(element) 200606 , 121120 (node)

는다.

블레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볼트는 선형 해석

을 위하여 나사선을 제거한 단순 모델링을 하였으

며 볼트에 사용되는 와셔를 모델링하여 볼트와,

너트에 각각 부착하였다 플레이트는 개의 요. 4963

소와 개의 절점을 갖으며 볼트와 너트는 총1043

개의 요소와 개의 절점을 갖는10241 3938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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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ade

(b) Blade holder

(c) Bolts

(d) Plate

Fig. 2 Meshed Model for wind turbine joint

유한요소 모델 검증3.2

에 의해서 만들어진 블레이드와 체결부ANSYS

의 유한요소 모델이 실제 블레이드와 체결부와 같

은 동특성을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블레이

드와 체결부 부품의 실험적 모드해석 방법을 통하

여 각 부품의 고유진동수와 고유모드를 추출하고

각 부품의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한 모드해석을 통

하여 구해진 고유진동수와 고유모드의 비교를 통

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검증하였다.

실험적 모드해석 방법은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

을 알아내는 기법으로 측정 가능한 힘으로 시스템

을 가진하고 응답신호를 측정하여 진폭 및 위상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동특성을 알아내

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부품의 고유진동.

수를 추출하고 각 고유진동수별 고유모드를 추출

하기 위하여 실험적 모드해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각 부품은 자유단 상태에서 실험하였으며 충격,

해머 를 이용하여 부품을 가진하고(impact hammer)

가속도계 를 부착하여 가진에 대한(accelerometer)

응답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대한 장치도는. Fig. 3

와 같다 는 블레이드와 블레이드홀더의 실. Table 2

험결과이다.

Table 2 Natural frequencies of blade and blade holder

Blade(Hz) Blade holder(Hz)

1
st

68.5 249.5

2
nd

179.5 308

3
rd

325 695.5

4
th

353.5 807.5

Fig. 3 Experiment setup for an imp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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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한 모드해석은 시스템이

가지는 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고유진동수와 고유모드를 추

출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분석법으.

로 추출되어진 블레이드 체결부 부품들의 고유진

동수와 고유모드를 비교하기 위하여 를 이ANSYS

용하여 모델링된 각 부품의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

하여 모드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은 시스템.

분석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유단 상

태에서 수행 되었으며 는 추출된 블레이드, Table 3

와 블레이드홀더의 모드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와 는 각각 블레이드와 블레이드홀Table 4 Table 5

더의 실험적 모드해석 방법과 유한요소 모델을 이

용한 모드해석에 의해서 추출된 고유진동수의 차

이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블레이드.

홀더의 경우 차 고유진동수에서 차 고유진동수1 4

까지 오차율이 이내를 나타내고 있으며 블레이5% ,

드 또한 차 고유진동수까지 오차가 이내외를4 10%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유한요소 모델은 실제 부품.

의 동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이다.

Table 3 The results of mode analysis for blade and

blade holder

Blade(Hz) Blade holder(Hz)

1
st

68.505 249.51

2
nd

191.06 308.32

3
rd

343.98 721.96

4
th

397.24 823.43

Table 4 Comparison of the natural frequencies between

experimental and analytical modal analysis for

blade

Experimental

(Hz)

Analytical

(Hz)
Error(%)

1
st

68.5 68.505 0.007

2
nd

179.5 191.06 6.440

3
rd

325 343.98 5.840

4
th

353.5 397.24 12.37

와 은 각각 블레이드와 블레이드홀Fig. 4 Fig. 5

더의 고유진동수별 실험적 방법과 유한요소 모델

을 이용한 모드해석에서 추출된 모드형상을 나타

낸다 실험적 방법을 통하여 추출된 진동신호를.

을 이용하여 각 고유진동수별 모드형상을Matlab

추출하였으며 모델을 이용한 모드해석에 의하여,

추출된 모드형상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차수별 고유진

동수에서 추출된 모드형상은 같은 형태의 움직임

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5 Comparison of the natural frequencies between

experimental and analytical modal analysis for

blade holder

Experimental

(Hz)

Analytical

(Hz)
Error(%)

1
st

249.5 249.51 0.004

2
nd

308 308.32 0.104

3
rd

695.5 721.96 3.804

4
th

807.5 823.43 1.972

Fig. 4 Comparison of the mode shapes between

experimental and analytical modal analysis

for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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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the mode shapes between

experimental and analytical modal analysis

for blade holder

블레이드의 체결부를 이루고 있는 블레이드와

블레이드홀더의 각 단품의 유한요소 모델을 검증

하였으며 응력해석을 하기에 앞서 각 부품들을,

조립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단품을 조립한

모델에 대하여 모드실험과 모드해석을 수행하였

다 조립체 모델의 체결부는 블레이드와 볼트의.

접촉면에 두 부품이 접촉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조건을 이용하였으며 볼트가 만나는 가로bonded ,

방향 접촉면에는 조건을 적용 하였다no separation .

는 실험에 의해서 구해진 고유진동수와Table 6

해석에 의해서 구해진 고유진동수를 비교를 나타

낸다.

실험에 의해서 추출한 고유진동수와 해석에 의

해서 구해진 고유진동수를 비교한 결과 차 고유1

진동수에서 차 고유진동수까지 이내의 오차4 10%

율을 보이고 있으며 추출된 모드형상 또한 실험,

과 해석에 의한 형상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각 고유진동수별 모드형상을 에 나타내었다Fig. 6 .

Table 6 Comparison of the natural frequencies between

experimental and analytical modal analysis for

combination of blade and blade holder

Experimental

(Hz)

Analytical

(Hz)
Error(%)

1
st

48 47.478 1.099

2
nd

84 91.619 8.315

3
rd

155.5 160.64 3.199

4
th

262.5 269.49 2.593

Fig. 6 Comparison of the mode shapes between

experimental and analytical modal analysis

for blade holder

응력해석4.

응력해석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를 이용ANSYS

하여 각각 정격풍속 상태와 한계풍속 상태에서 수

행되었다 응력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은 블.

레이드홀더에 단품 블레이드를 볼트와 너트를 이

용하여 체결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는 응, Fig. 7

력해석에 사용된 체결부 모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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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del of blade joint

경계조건4.1

응력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은 블레이드홀더의 가

운데 구멍 부분에 회전을 제외한 변위를 구속시키는

조건을 사용하여 실제 작동상태에서 블레Cylindrical

이드홀더의 움직임을 재연하였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블레이드와 볼트의 접촉면에는 두 부품이 접촉

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조건을 이용하여 볼bonded

트의 나사선에 의하여 블레이드가 고정되는 것을 대

신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형해석을 위하여 블레이.

드와 블레이드홀더 그리고 볼트가 만나는 가로방향

접촉면에는 조건을 이용하여 접촉면의no separation

마찰계수를 무시하였다 블레이드홀더는 풍속조건에.

따른 회전속도를 가져 원심력이 작용하도록 하였다.

하중계산4.2

응력해석에 사용된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하중은

소형풍력터빈의 국제 규격인 IEC 61400-2
(5)에서 명시

되어 있는 약식 하중 계산 절차에 따라 계산되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허브를 강체로 블레이드를 외

팔보로 가정하여 계산되어지며 다음과 같다, .

 ×

××
(1)

 ××

×
(2)

은 정상 운전상태일 때 주속비를 나타내며,

은 회전자 반경, 은 정격풍속에서 회전속도,

은 정격풍속, 은 회전자 토크, 은 정격출

력, 은 효율을 나타낸다.

식 과 식 에서 구해진 주속비와 회전자 토(1) (2)

크를 다음 식에 대입하여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하

중을 구한다.

 


  (3)

  


(4)

와 는 각 방향으로 블레이드에 미치는

굽힘 모멘트를 나타내고 는 중력가속도, 는

블레이드 무게 중심에서 블레이드 루트 까지(root)

의 거리를 나타낸다.

해석결과4.3

위에서 설명한 경계조건과 계산되어진 하중조

건을 적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는 과 같다 정격풍속 상태에서 최대응력Fig. 8~11 .

이 발생하는 부분은 블레이드홀더와 블레이드를

이어주는 볼트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크기는, 80.59

이다 이때 안전계수는 재료의 항복강도MPa . 3.1(

이다 따라서 정속 운전상태에서 블레이250 Mpa) .

드 체결부에서 충분한 동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

다 한계풍속 상태에서 최대응력이 발생하는 부분.

은 정상 운전상태에서와는 달리 블레이드홀더 부

분에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이다, 245.11 MPa .

이는 블레이드홀더의 항복강도인 을 넘205 MPa

어서는 수치로 이때의 안전계수는 이다 따라0.836 .

서 한계풍속 상태에서 블레이드홀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구조변경안5.

블레이드 체결부의 응력해석결과 한계풍속에서

블레이드홀더의 지지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응



123

Fig. 8 Stress of bolt for rated wind speed

Fig. 9 Safety factor of bolt for rated wind speed

Fig. 10 Stress of blade holder for limited wind

speed

Fig. 11 Safety factor of blade holder for limited

wind speed

력이 블레이드의 허용응력인 보다 높은205 MPa

의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5.11 MPa .

따라서 블레이드홀더의 구조변경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블레이드홀더 지지대 사이의 응력발생을 줄이

기 위하여 블레이드홀더의 밑판의 두께를 0.5mm

씩 증가 시키면서 응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응력.

해석 시 사용된 경계조건과 하중조건은 기존의 해

석조건과 동일하며 와 은 응력해석, Fig. 12 Fig. 13

결과를 나타낸다.

응력해석 결과 한계풍속 조건에서 밑판의 두께

가 인 모델에서는 의 응력이 발2.5mm 150.89 MPa

생했고 인 모델에서는 의 응력, 3.0mm 117.01 MPa

이 발생하였다 블레이드홀더의 밑면의 초기두께.

에서 로 증가할 경우 약 정도의 응2.5mm 90 MPa

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변경 모델의 응력해석 결과와 산출된 안전

계수를 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에서 알Table 7 .

Fig. 12 Stress of 2.5mm thickness model

Fig. 13 Stress of 3.0mm thick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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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results of stress analysis

Thickness

(mm)

Limited wind speed

(MPa)
Safety factor

2.0 245.11 0.836

2.5 150.89 1.358

3.0 117.01 1.752

수 있듯이 블레이드홀더의 두께가 이상이2.5mm

되어야 안전계수 이상이 확보가 가능하며1 3.0mm

이사일 경우 안전계수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1.7 .

결 론6.

본 연구에서는 소형풍력터빈 체결부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체

결부에 대한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분석과 모드해석을 이용하여 각 부(1)

품과 유한요소 모델의 고유진동수와 고유모드를

추출하고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실제 부품의 동특성

을 가지는 유한요소 모델을 정립하였다.

정립된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동적 응(2)

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응력해석 결과 정격풍속 상.

태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홀더를 결합시키는 볼트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안전계수가 로 충분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3.1 .

반면 한계풍속 상태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의,

위치는 블레이드홀더의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때 안전계수는 로 충분한 안, 0.836

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응력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부위로 판단(3)

되는 곳을 보강한 구조변경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 모델을 이용한 재해석을 통하여 한계풍속에서

도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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