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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에 대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하중KBP-750D
측정이 수행되었다 는 피치제어 방식. KBP-750D
이며 시동풍속 정격풍속 그리고 정지풍속이 각, ,
각 및 이고 회전자, 3 m/sec, 12 m/sec 25 m/sec ,
직경과 허브 높이는 공히 이다50 m .
하중 측정 작업의 목적은 풍력발전기의 주요

구조상에 가해지는 기본하중의 판정에 있으므
로 의 규격에 의하면 블레이드의, IEC 61400-13
플랩 방향 및 에지 방향 굽힘 모멘트 로터 샤프,
트의 기울기 모멘트 편각 모멘트 및 토크 타워, ,
상부의 두 직교 방향 모멘트 및 토크 그리고 타
워 하부의 두 직교 방향 모멘트를 측정하여야 하
고 이들 하중의 측정 센서로서 스트레인 게이지,
가 권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하중 측정용.
센서로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하나 스트레,
인 게이지는 기계요소에 부착한 후에 그 신호값
을 측정하고자 하는 하중값과 연관시키는 보정이
필요하다 그 보정 방법 중 가장 신뢰성이 있는.
방법은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는 기계요
소에 그 값을 알고 있는 외부하중을 부가하고,
그때의 스트레인 게이지의 응답신호를 부가된 외
부하중과 관련지어 보정식을 구하는 외부 하중부
가에 의한 기계적 보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 하중 측정을 위하KBP-750D

여 수행된 기계적 보정에 대해서 기술한다.

2. 기계적 보정 방안

스트레인 게이지의 응답신호로부터 모멘트를

추출하기 위하여 응답신호와 모멘트 사이의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보정식을 구하여야 한다 부가하.
중과 이에 의한 스트레인 게이지 응답신호의 변화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하중과 그로
인한 응답신호 변화를 측정하면 보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별도의 시험. 1)에서 측정된 응답
신호의 영점과 함께 보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보정식을 구하기 위한 보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풍력발전기에 하중을 부가하지 않은 상태(1)

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응답신호에 따라 풍력발전
기의 방위각 혹은 편각을 회 이상 회전시키며 해1
당 스트레인 게이지의 응답신호( 를 그 회전각)
과 함께 측정한다.

측정 응답의 회전 주기 동안의 평균을 구함(2)
으로써 측정 응답의 영점( 을 추출한다) .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를 보정하중을 부가(3)
할 수 있는 위치로 정렬시킨다.

그 상태에서 보정하중(4) ( 을 부가하며 그)

에 대응하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응답신호 변화
( 를 측정한다) .

보정계수(5) ( 를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한다) .

  (1)

다음과 같은 보정식을 구성한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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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국산화 풍력발전 시스템의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출력성능 및 하중 측정을 통한 실증연구가 대관령의

풍력실증단지에서 수행되었다 의 규격을 기준으로 수행된 하중 측정의 일환으로 스트레인. IEC 61400-13

게이지의 기계적 하중에 대한 외부 하중부가에 의한 기계적 보정이 추진되었다 기계적 보정의 수행 중 일부.

스트레인 게이지가 단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비교보정을 통하여 기계적 보정작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하중부가에 의한 기계적 하중의 보정절차를 소개하고 수행된 기계적 보정시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기계적 보정의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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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부가에 따른 응답신호의 변화Fig. 1

   (2)

하중을 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고(7)
자 하는 응답신호에 따라 방위각 혹은 편각을 회1
전시키며 기준 모멘트 응답신호를 검출한다.

3. 기계적 보정시험

기계적 보정시험에서 로터 중심으로부터 20 m
지점의 블레이드 외면에 하중을 부가하기 위하여
그 지점의 블레이드 외면 형상에 맞춰 리그를 설
계하였다 알루미늄 각형합금관을 사용하여 제작.
함으로써 전체 무게가 인 경량의 리그를61.5 kg
제작할 수 있었다 직접 블레이드와 접촉하는 부.
위에는 두께의 고무판을 대어 하중을 가할5 mm
때 블레이드에 집중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고려
하였다.
리그를 블레이드에 설치하는 작업은 두 크레인

을 동원하여 한 쪽 크레인으로 가조립된 리그를
들고 맞은 편 크레인에 탄 작업자들이 리그를 조,
정하여 블레이드에 끼우고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의 는 제작. 2 (a)
된 리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림 의 는 블레, 2 (b)
이드에 리그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외면에 설치된 리그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지면으로 연장한 후 로드셀을,
거쳐 종단이 크레인 본체에 고정된 체인블록과 연
결하였다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와이어에 하중을.
증가시켜 블레이드 뿌리 및 로터 샤프트 등에 모
멘트를 인가하면서 로드셀의 하중과 스트레인 게
이지의 응답신호를 기록하였다.

기본하중 전체에 대해서 기계적 하중의 보정시
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 과 같이 네 차례의 하1
중부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차와 차 하중부가에. 1 2
서는 풍력발전기를 정서 방향으로 회전시킨 후,
블레이드 의 방위각을 로 맞춰 각각 수직#2 270°
하방과 수평 방향으로 하중을 부가하였다 차 하. 1
중부가에서는 타워 상부 모멘트와 타워 하부N-S
모멘트에 대한 기계적 보정이 가능하고 차N-S , 2

하중부가에서는 타워 토크와 샤프트 평행 모멘트
에 대한 기계적 보정이 가능하다 차와 차 하중. 3 4
부가에서는 풍력발전기를 정북 방향으로 회전시킨

후 블레이드 의 방위각을 로 맞춰 각각 수, #1 270°
직 하방과 수평 방향으로 하중을 부가하였다 차. 3
하중부가에서는 블레이드 의 플랩 방향 모멘트#1 ,
타워 상부 모멘트 및 타워 하부 모멘트에E-W E-W
대한 기계적 보정이 가능하고 차 하중부가에서, 4
는 블레이드 의 에지 방향 모멘트에 대한 기계#1
적 보정이 가능하다.
기계적 보정은 공력이 하중으로서 작용하지 않

도록 시동풍속 미만의 저풍속에서 수행되어야 하
는 것이 원칙이나,2) 실제 기계적 보정이 수행되었
을 때의 허브 높이의 시험 풍속은 에2.5 - 4.38 m
이르렀다.
차 하중부가와 차 하중부가는 블레이드 에1 2 #2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차 하중부가와 차 하중부3 4
가는 블레이드 에 대해서 수행되었다#1 .

제작된 리그(a)

리그 설치작업(b)

제작된 리그와 리그 설치작업 광경Fig. 2

4. 기계적 보정의 해석 및 비교보정

그림 에 대표적인 기계적 보정시험 결과의 그3
래프가 나타나 있다.  축은 모멘트의 축이고- -
축은 그에 대응하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응답신호
이다 각 그래프에는 차 근사된 실선의 기울기가. 1
나타나 있는데 그것의 역수가 추후 측정된 스트,
레인 게이지의 응답신호에 곱해질 보정계수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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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부가 유형
차1

(N-S)

차2

(Tower torsion)

차3

(Flapwise)

차4

(Edgewise)

피치각 90° 90° 90° 90°

편각
270°

정서상태( )

270°

정서상태( )

0°

정북상태( )

0°

정북상태( )

방위각 270° 270° 270° 270°

하중 방향 수직 하방 수평 방향 수직 하방 수평 방향

부가하중

하중 증가량( )

0.0 - 1.4 ton

(0.1 ton)

0.0 - 0.8 ton

(0.1 ton)

0.0 - 1.4 ton

(0.1 ton)

0.0 - 0.8 ton

(0.1 ton)

시험 풍속 (m/sec) 4.38 4.38 3.13 2.50

하중부가 블레이드 블레이드 #2 블레이드 #2 블레이드 #1 블레이드 #1

기계적 보정시험의 사양Table 1

차 근사에 의한 직선과 측정점 간 편차는 시험1
풍속이 낮아지는 차 하중부가에 의한 기계적 보4
정시험에서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 샤,
프트나 타워의 응답신호의 편차는 블레이드에 가
해지는 부가하중이 여러 기계요소를 거쳐 해당 위
치에 전달되는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블레이드의 기계적 보정에 있어서 시험 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블레이드에 대해서 기계적
보정을 수행하는 대신 기준 블레이드에 대해서만,
기계적 보정시험을 수행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블레이드에 대해서 비교보정을 수행할 수 있
다.2) 또한 샤프트의 평행 스트레인 게이지와 직,
교 스트레인 게이지는 그 위치가 의 각도 차이90°
만 있으므로 하나의 스트레인 게이지에 대해서,
기계적 보정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다른 스트레인 게이지에 대해서 비교보정을 수행
하는 것이 가능하다.2)

샤프트 평행 모멘트 차 하중부가(a) (2 )

타워 토크 차 하중부가(b) (2 )

타워 하부 모멘트 차 하중부가(c) E-W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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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 방향 모멘트 차 하중부가(d) (4 )

각 하중부가에 의한 기계적 보정의 결과Fig. 3

본 연구의 기계적 보정시험에서도 시험 기간
중에 급작스런 사태가 발생하여 일부 스트레인 게
이지의 신호는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
라서 일부 블레이드의 스트레인 게이지와 샤프트
의 직교 스트레인 게이지에 대해서는 그 보정계,
수( 를 대응하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회전응답)
사인곡선1)의 진폭( 및 보정계수) ( 와 자신의)

회전응답 사인곡선의 진폭( 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은 비교보정으로 구하게 되었다.

  (3)

이때 대응하는 두 회전응답은 동일한 조건에,
서 측정되어야 한다 기계적 보정시험과 비교보정.
을 통하여 구해진 전체적인 보정계수를 정리하면
표 와 같다 표 에서 밑줄 친 보정계수는 비교2 . 2
보정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다.

기계적 하중

보정계수

(


)

블레이드 의 플랩 방향 모멘트#1 346.8

블레이드 의 에지 방향 모멘트#1 331.8

블레이드 의 에지 방향 모멘트#3 283.0

샤프트 평행 모멘트 5300.0

샤프트 직교 모멘트 5319.2

타워 상부 모멘트E-W -2988.5

타워 상부 모멘트N-S -3849.6

타워 상부 토크 10901.7

타워 하부 모멘트E-W 13566.4

타워 하부 모멘트N-S -15263.4

기계적 보정시험에 의한 보정계수Table 2

5. 결론

의 규격에 따라서 에 대IEC 61400-13 KBP-750D
한 출력성능 및 하중 측정을 통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중 측정용 스트레인 게이지의 보.
정을 위해서 외부 하중부가에 의한 기계적 보정
작업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으로 블레이드,
의 플랩 방향 스트레인 게이지만이 작동가능#1

한 상태가 되었지만 비교보정을 통하여 기계적,
보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기계적 보정시험.
으로부터 구해진 보정계수를 각 스트레인 게이
지의 응답신호에 적용함으로써 풍력발KBP-750D
전기의 전체 기본하중에 대한 하중 측정을 수행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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