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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W 풍력블 이드 설계에 한 연구

김상만*ㆍ문채주**ㆍ정권성***

A Study on Design of Wind Blade with Rated Capacity of 50kW

Sang-Man Kim*ㆍChae-Joo Moon**ㆍGweon-Sung Jung*** 

요 약

50kW 는 그 이하의 정격용량을 갖는 풍력터빈은 일반 으로 소형풍력으로 간주한다. 소형풍력터빈은 독

립형 력시스템과 가 제품, 독립 인 용  에 지 장장치, 태양 , 소수력, 디젤엔진과 같은 다른 에 지

기술을 조합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매력 인 체품이다. 연구목 은 터빈블 이드 제작법과 구조가 가

능한 상업용 개발과정과 유사성을 갖도록 50kW  풍력터빈 블 이드를 개발하기 한 것이다. 목함에 기반하

여 제작된 몰드기법은 탄소섬유와 열경화성 수지인 유리섬유를 사용한 경량설계, 다 부목, 오목성을 유지하기 

하여 채택한다. 수 작업형 시제품 제조법은 공기역학 인 평 형의 반복 인 설계를 통해서 단주기를 갖는 

고 도 형상 몰드를 사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5개의 블 이드 생산공정을 통하여 제작하고, 블 이드의 주요 

구성요소는 IEC-61400-23 규정에 따라 설계의 성을 검증하기 하여 시험하며. 한, 개발된 블 이드를 

갖는 풍력시스템은 성능특성을 검증하기 하여 IEC 61400-12 규정에 따라 시험한다. 블 이드와 터빈시스템

의 시험결과는 상업운 에서 요구되는 유효한 설계조건을 확인하 다.     

ABSTRACT

The wind turbines with a rated capacity of 50kW or less are generally considered as small class. Small wind 

turbines are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off-grid power system and electric home appliances, both as stand-alone 

application and in combination with other energy technologies such as energy storage system, photovoltaic, small hydro 

or diesel engines. The research objective is to develop the 50kW scale wind turbine blades in ways that resemble as 

closely as possible with the construction and methods of utility scale turbine blade manufacturing. The mold process 

based on wooden form is employed to create a hollow, multi-piece, lightweight design using carbon fiber and fiberglass 

with an epoxy based resin. A hand layup prototyping method is developed using high density foam molds that allows 

short cycle time between design iterations of aerodynamic platforms. A production process of five blades is 

manufactured and key components of the blade are tested by IEC 61400-23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sign. 

Also, wind system with developed blades is tested by IEC 61400-12 to verify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blade and turbine system test showed the available design conditions for commerci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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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50kW 이하 용량의 풍력발 기는 일반 으로 소형으

로 구분하며, 이에 한 수요는 설치면 이 작고 소비처

에서 직  력공 이 가능하며, 다양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여 분산형 원으로 큰 역할이 기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도서지역의 에 지자립섬을 구축하거나 도

시형 풍력발 기용으로 개발되고 용되어 왔다. 에

지자립섬은 풍력과 태양 발 , 에 지 장장치, 디젤

발 기가 결합된 독립형 마이크로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구축되어 소규모 마을의 력공 을 담당하고 있다. 도

서지역의 지리정보를 활용한 풍력발 기 설치 치를 결

정하고 경과지를 선정하는 것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한 요한 설계방법이며, 내부 배 선로와 력계통의 

안정 인 운 을 한 용량 배정방법에 한 검토도 필

수 이고 그 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해상풍력에 

한 [1-5].

풍력발 기는 기계  에 지를 기에 지로 바꾸는 

체 시스템을 의미하며, 풍력발 기의 주요 핵심부품

은 외형상 로터 블 이드, 나셀, 타워 등으로 구성된다. 

블 이드의 외형은 공기역학  익형 형상을 갖고 있어. 

일정속도 이상의  바람이 불면 익형에서 발생되는 공력

이 블 이드를 회 시키게 되며, 이 회 력을 이용하여 

블 이드와 연결된 발 기로부터 기를 생산하게 된

다. 블 이드의 익형은 풍력발 시스템 개발 기의 항

공용 익형에서 풍력발 에 최 화된 고유의 익형 형상

으로 발 되었으나 항공기용 블 이드는 회 속도가 

단히 높고 블 이드 끝단 속도가 음속에 가까운 고속 

회 체인 반면, 풍력 블 이드는 10∼60 rpm의 회 속

도, 80 m/s 이하의 끝단 속도를 갖는 속 회 체라는 

에서 다르다. 한 풍력발 기는 기계 시스템 내부의 

한정된 공간이 아닌 난류와 같이 매우 규모가 큰 자연 

환경에 그 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 블 이드의  형상은 

엔트로피가 비교  높은 유체 운동으로부터 충분한 에

지를 뽑아낼 수 있도록 최 화된 구조를 지녀야 한다

[6-7].

풍력터빈은 수직축과 수평축 2개의 역으로 구분하

고 있으며, 재 가장 많이 상용하고 있는 풍력발 기의 

형상은 날개 3개의 수평축 형상이다. 풍력 블 이드는 

회 축의 지지를 한 부목구조를 포함하여 구조 인 

특성상 두꺼운 익형 형상을 가져야 한다. 고속 회 하면

서 양력과 항력의 다양한 하  조합과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 강도가 큰 경량의 재료를 선택하여 강성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상향과 하

향의 공기압을 견디도록 내부 구조가 설계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풍력발 기의 고유한 제어시스템, 자연 상을 

고려한 외부 풍력 하 조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해야 한다. 소재의 경우 탄소 섬유 강화 라스틱은 강철

과 유리 섬유 강화 라스틱 보다 량이 약 25% 감소되

나 한 지지하 을 보장하기 해 복합하여 사용하

기도 한다. 고정형 피치와 고정속도를 용한 방법을 사

용하여 최 설계를 제시하기도 한다[8-11]. 

개발된 풍력발 기는 국제기 이나 국내 시험기 의 

기 에 근거하여 시험을 진행해야 하며, 따라서 

IEC-61400-23 규정, IEC 61400-12 그리고 KRISS 표

시험을 거친다[12-14]. 

부분의 소형풍력발 기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

에 수작업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한 블 이드 제

작특성상 자동화가 어렵다. 개발된 50kW  블 이드의 

주요 구성요소는 IEC-61400-23 규정에 따라 설계의 

성을 검증하기 하여 시험하며. 한, 개발된 블 이

드를 장착한 풍력시스템의 성능특성을 검증하기 하여 

IEC 61400-12 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상업용 등 까지 

용하고자 한다.

 

Ⅱ. 풍력블 이드설계

2.1 공력설계

블 이드의 성능은 표면의 압력 분포차이에서 발생

하는 공기역학 인 힘 즉 공력에 기인하며 공력 설계를 

하기 해서는 운동량 이론과 블 이드 요소법을 사용

하며 블 이드 주변에 흐르는 공기는 양력과 항력을 만

든다. 이 두 가지 힘을 회  에 지로 변환하여 블 이드

가 회 하는 방식이며 최근 블 이드 설계에 사용되는 

계수는 양력 계수가 항력 계수를 10배가 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블 이드 설계에 주로 양력을 사용하 으

며, 일반 으로 정상 인 상태에서 블 이드 단면의 받

음각은 5∼8도 사이를 유지한다. 동력 계수의 이상 인 

조건에서 베쯔의 한계치 값을 수렴하게 되며 이 값은 

약 0.593이다. 재 상용 블 이드는 략 0.4∼0.5의 동

력 계수 값을 갖도록 하고 이를 블 이드를 반경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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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개의 은 요소로 분할한 다음 각각의 요소에 해

서 평균 힘과 모멘트를 계산하여 최 의 블 이드를 설

계하 다. 설계된 블 이드의 규격은 표 I과 같으며 완성

된 공력 설계 3D 형상은 그림 1과 같다. 

Rated Power 50kW @ 9m/s

SWT Class Ⅲ

Tip Speed Ratio 6∼7

Cut in Wind speed 2.5m/s

Rotor diameter 19m

Blade diameter 9m

Rated RPM 60

Blade Airfoil S1223 & Clark Y

Cone Angle 8°

Tilt Angle 0°

표 1. 풍력블 이드 규격  
Table 1. Wind blade specification

그림 1. 풍력블 이드 3차원 모델
Fig. 1 3D Model of wind blade

2.2 구조설계 

풍력블 이드의 구조설계에서 복합재료의 층 방법

은 재료의 구조 공학  물성값을 결정하는 요한 라

미터다. 따라서 층 시에 주로 검토할 사항은 강도, 무

게, 두께, 방향성 등이다. 블 이드 지는 힘을 받는 

부분이므로 볼트  고정 라켓을 속으로 제작하고 

블 이드의 재료는 유리섬유, 열경화성 수지, 에폭시계 

착제, 샌드 치 구조재료, 탄소섬유 등의 복합재료를 

사용한다. 블 이드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구조해석을 

거처 구조 인 안정성을 검증하고 취약 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강한다. 날개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외력으

로 입력하고 회 속도에 한 최  변 와 응력을 고려

하여 설계된 복합재료 강도가 허용치 안으로 들어오도

록 반복 인 방법으로 그림 2와 같이 설계하 으며 하

해석 결과 체 굽힘 모멘트에 의하여 발생한 블 이드 

구간별 굽힘 모멘트 값은 그림 3과 같으며 랩 블 이

드 최  변의 값은 1246.4mm 이며, 에지 블 이드 최  

변의 값은 31.7mm 이다. 재료의 강성(탄성계수)에 용

하여 안정계수를 나  설계 값 보다 실제 값이 낮은 변

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2. 설계된 블 이드의 정 해석과 응력 
Fig. 2 Static analysis and node stress of 

designed blade

그림 3. 구간별 굽힘 모멘트 값

Fig. 3 Bending moment value by the section

2.3 공탄성 설계 

블 이드의 공탄성 설계는 일반 인 환경이 아닌 강

풍이나 가혹환경에서 고속으로 회 할 경우 정 인 구

조 설계만으로는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공기역학  환경에 회 수 변화에 따른 동  해석을 통

해서 안정성을 검증하여 구조 으로 취약한 부분이 나

타나지 않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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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풍력블 이드 제작  시험

3.1 풍력블 이드 제작

블 이드 3D 모델을 기반으로 목형을 제작하여 몰드 

제작하 다. 그리고 블 이드 제작 공법은 수작업이며 

제작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풍력블 이드 제작과정
Fig. 4 Wind blade manufacturing process

3.2 블 이드 정  시험설비 구축  차

블 이드의 정  시험은 IEC 61400-23과 한국표 과

학연구원 시험 차서에 따라 수행한다[11][12]. 블 이

드의 정  강도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실물 크기의 

시험 시스템은 블 이드 지지 , 하  부하 시스템( 기

치), 휘  트리, 블 이드 루트 고정 , 하  크램  

등으로 그림 5와 같이 구성한다.

그림 5. 실규모의 블 이드 강도 시험시스템 
Fig. 5  Full-scale blade strength testing system

블 이드의 강도 평가에 사용한 측정시스템의 구성

도는 그림 6와 같이 시험하는 동안 블 이드 처짐과 변

형률을 표 2에 나타낸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부

하를 인가하는 동안 하 값은 각 하  클램 와 휘 트

리에 연결한 하  센서로부터 측정하고 규정된 하 을 

인가하 다.

랩방향과 에지방향으로 블 이드를 시험하기 해

서는 무게와 무게 심을 찾아야 하고 이는 기 에서 

측정하 다. 

그림 6. 블 이드 강도 측정시스템 구성도
Fig. 6 Schematic diagram of blade strength 

measurement system

블 이드 무게는 그림 7과 같이 블 이드의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두 의 크 인을 사용하여 각 하  

센서로부터 무게를 측정하여 블 이드 체 무게를 결

정하 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Model
Max. 

Measurement 
Capacity

Load Cell CLS-T002 20 kN
CLS-T002 20 kN

Displacement 

Transducer

PT9101_0100 2.54 m
PT9101_0200 5.0 m
PT9101_0200 5.0 m
PT9101_0200 5.0 m

Strain Gage FLA-5-11-5L 120 Ω / GL=5 
mm

Data 
Acquisition 
System

System 5000

Strain Input : 
200 ch.
High Level 
Input: 16 ch.

표 2. 측정시스템의 센서와 계기
Table 2. Sensors and instruments of measurement 

system

시험하 은 랩방향과 에지방향으로 나 어 계산한

다. 랩방향의 하 은 정지풍속의 2배에 해당하는 풍속 

52.5m/s에 해당하는 하 으로 선정하고 이때 계산된 굽

힘 모멘트는 최  74.329kNm이다.

이를 그림 6의 3개 치의 루트에서 3m, 4.6m, 7.5m 

지 으로 선정하고 시험하 은 3.6kN, 3.6kN, 4.9kN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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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 모사기법에 따라 결정하 다. 에지방향의 하

은 블 이드가 정지상태에 해당하는 하 을 기 으로 

선정하고 이때 계산된 굽힘 모멘트는 최  25.549kNm

이다. 랩방향과 동일한 치의 시험하 은 1.06kN, 

1.06kN, 0.85kN으로 하 모사기법에 따라 결정하 다  

그림 7. 블 이드 량과 무게 심 측정방법
Fig. 7 Measurement method of blade weight and 

weight center

Location of Belt on the Root Side 

L [m]
0.1

Mass on Root Side [N] 1,457.4

Location of Belt on the Tip Side 

L [m]
8

Mass on Tip Side [N] 884.7

Total Mass [N] 2,342.1

Calculated Center of Gravity L [m] 4.89

표 3. 블 이드 량과 무게 심 값
Table 3. Measurement data of blade weight and 

weight center

정 강도시험은 랩방향과 에지방향 순서로 진행되

며, 그림 8과 같은 시험 차에 따라 규정된 시험하 은 

설치된 하 센서의 하 을 모니터링하면서 랩방향은 

20-40-60-80-100% 순으로 하 을 가하고 에지방향은 

40-60-80-100% 순으로 하 을 가하여 각 하 단계에

서 약 10  동안 정지한다.  

하 을 유지하는 동안 하 , 변형률, 변  등의 데이

터는 측정시스템을 통하여 당 10개의 표본을 기록한

다.

3.3 블 이드 평가시험  결과

블 이드 정  강도 성능 평가 시험은 정 랩시험, 

부 랩시험, 정 에지시험, 부 에지시험 등 4종류의 시험

을 그림 9와 같이 수행한다. 블 이드 강도 시험결과는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10의 정 랩 블 이드 강도 시험결과에서 시험

하 과 계산된 하 의 편차를 보면 20% 하 에서 

8.06%이고 100% 하 에서 1.67%를 나타낸다. 한 변

형율은 9m 지 에서 100% 하 을 인가하면 

1,210.23mm 변형이 발생한다.

그림 8. 시험 차 흐름도
Fig. 8 Flow chart of test procedure

그림 9. 블 이드 강도시험 모습
Fig. 9 Blade strength test view

그림 11의 부 랩 블 이드 강도 시험결과에서 시험

하 과 계산된 하 의 편차를 보면 20% 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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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이고 100% 하 에서 1.73%를 나타낸다. 한 변

형율은 9m 지 에서 100% 하 을 인가하면 

1,232.67mm 변형이 발생한다.

그림 10. 정 랩 시험결과
Fig. 10 Test Results of positive flapwise

그림 12의 정 에지 블 이드 강도 시험결과에서 시험

하 과 계산된 하 의 편차를 보면 40% 하 에서 

22.06% 이고 100% 하 에서 9.06%를 나타낸다. 한 

변형율은 9m 지 에서 100% 하 을 인가하면 23.56mm 

변형이 발생한다.

그림 11. 부 랩 시험결과
Fig. 11 Test results of negative flapwise

그림 13의 부 에지 블 이드 강도 시험결과에서 시험

하 과 계산된 하 의 편차를 보면 40% 하 에서 

21.76%이고 100% 하 에서 6.82%를 나타낸다. 한 변

형율은 9m 지 에서 100% 하 을 인가하면 23.97mm 

변형이 발생한다. 랩방향의 굽힘모멘트는 20% 하

에서 에지방향에서는 40%에서 가장 편차가 크게 발생

한다. 

이는 블 이드 피로 상이 가장 먼  나타날 수 있는 

지 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에서 검이 필요한 역에 

해당한다.

그림 12. 정 에지 시험결과
Fig. 12 Test results of positive edgewise

그림 13. 부 에지 시험결과
Fig. 13 Test results of negative edgewise

Ⅳ. 풍력블 이드 성능시험

4.1 풍력발 기 규격 

개발된 블 이드의 출력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은 풍

력시스템에 블 이드를 장착하고 설계된 풍력출력 곡선

을 확인하는 것이다. 출력곡선은 국제표 인 IEC 

61400-12에 기술된 규정을 용하며 사용된 풍력발

기 규격은 표 4와 같다[13]. 

4.2 블 이드 성능시험 

출력성능곡선을 도출하기 하여 IEC 61400-12의 풍

속빈도는 시동풍속인 2.5m/s로부터 시작하여 0.5m/s의 

간격으로 설정, 총 23개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빈도 

내에는 최소 3개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며, 체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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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80시간 (10분 평균자료 1,080개 해당) 이상의 자료

를 포함한다.

 

Rated Power 50kW @ 9m/s

Hub Cast Steel

Material &Surface 

Treatment

GFRP/Resin Urethane 

painting

Brakes Disc Brake, Pitch, Yaw

Yawing Active Electric motor

Tower 24m

Design Life 20yr

Design Standard IEC61400-2, 23

표. 4 풍력발 기 규격
Table 4. Wind generator specification

 따라서 이 시험에서는 이용한 데이터는 21시간의 자

료이다. 이는 원칙 으로 IEC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

지만 소형풍력발 의 경우 1분 평균을 용하며, 총 

1,264개의 자료를 얻었다. 이를 도시하면 그림 14와 같이 

표시되고, 빈도별로 23번째 (13.5∼14.0m/s)를 제외하고

는 모두 3개 이상을 얻었다. 시동 풍속로부터 정격 출력

의 85%인 42.5kW가 되는 지 의 풍속 약 8m/s의 1.5배

까지 확장한 12m/s 범 가 포함되어 이 조건을 만족시

키고 있다. 

그림 14. 풍력발 기 출력 성능곡선

Fig. 14  Output performance curve of wind 
generator

Ⅵ. 결론

본 연구에서 설계된 9m 블 이드는 제안된 설계 차

와 수작업에 의해 제작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블 이드

의 정  강도 성능 평가 시험은 정 랩시험, 부 랩시

험, 정 에지시험, 부 에지시험 등 4종류의 시험을 통하여 

합성을 확인하 다.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해서 풍

력발 기에 블 이드를 탑재하고 성능시험을 실시하

다. 풍속에 따른 출력분포는 설계에서 제시된 성능곡선

을 추종하고 있어서 설계와 제작결과가 성공 임을 보

여 다.

국내의 에 지보 의 방향은 공 보다는 수요 리를 

통한 효율향상으로 환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해

서는 분산에 지가 가장 효과 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

한 50kW  풍력블 이드를 탑재한 소형풍력발 기를 

태양 , ESS 등과 조합하여 분산 원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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