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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에 관한) 의 차 차 도함수1 , 2 무차원 회전속도(   ) 회전축에 대한 보의 설치각 보의 회전속도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회전하는 보는 윈드 터빈이나 가스 터빈의 블레이드 비,행체의 프로펠러 헬리콥터의 로터 등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기계구조요소이다 헬리콥터 로터와 같이 가늘고 긴 구.조물은 오일러 베르누이 보 로 모- (Euler-Bernoulli beam)델링할 수 있는데 로터가 고속으로 회전할 때의 고유진동,수와 고유진동형과 같은 보의 진동특성값을 정확히 예측할필요가 있다 회전하는 보의 진동에 관한 운동방정식은 그.이론해를 정확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근사해법을 사용하고 있다 근사해법으로는 미분방정식의 급수해.을 구하기 위한 법(series solution) Frobenius (1)을 사용하거나 동적강성법, (dynamic stiffness method)(2)을 사용 또,는 유한요소법(3-5)을 사용하여 회전하는 보의 고유진동수를구하고 있다.최근의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에서는 정확한 해를구하기 위해 지배미분방정식의 정적 부분 을 만(static part)족하도록 형상함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6), 이러한 방법에서 형상함수는 요소의 길이뿐만 아니라 보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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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소의 위치 등의 함수가 된다, .좀더 최근에는 허미시안 형상함수를 수정하(Hermitian)여 회전하는 오일러 베르누이 보에 적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허미시안 형상함수는 회전하지 않는 오.일러 베르누이 보에 사용되고 있다 이 형상함수는 회전하- .지 않는 보의 지배방정식의 정적 부분의 제차미분방정식(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을 만족시키는 차3다항식이어서 정확도가 높은 근사해를 준다 와. GundaGanguli(7)는 회전하는 보의 지배방정식의 정적 부분을 만족시키도록 허미시안 형상함수를 수정하여 유한요소법에적용함으로써 해의 정확도와 수렴도를 향상시켰다 그러나.그들의 형상함수는 허브의 반경 이 영인 경우(hub radius)그리고 회전축에 대한 보의 설치각 이 영인(setting angle)경우에 한정하였다.본 연구에서는 허브의 반경이 영이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회전축에 대한 보의 설치각이 영이 아닌 오일러 베르누-이 보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이 운동방정식의 정적부분,의 제차미분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형상함수를 유도하였다 새로운 형상함수를 사용하여 얻은 수치해를 다른.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어 있는 몇 가지 예에 적용하여 수치해의 정확도를 비교 검토하였다.지배방정식과 형상함수지배방정식과 형상함수지배방정식과 형상함수지배방정식과 형상함수2.2.2.2.지배방정식의 유도지배방정식의 유도지배방정식의 유도지배방정식의 유도2.12.12.12.1

변형에너지변형에너지변형에너지변형에너지(1)(1)(1)(1) 과 같이 회전하는 보는 임의의 위치Fig. 1 의 단면에서 다음과 같은 원심력을 받는다.

 ′′   (1)이때 축방향의 힘, , 에 의한 축방향의 변위를 라 하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2)의 미소 보요소의 길이Fig. 2 의 변형를 고려하면 보의 축방향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3)따라서 보의 변형에너지는 다음과 같다.(8)     ″ ′ (4)여기서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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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운동에너지운동에너지운동에너지운동에너지(2)(2)(2)(2)위치 에 있는 임의의 미소 보요소의 도심에서 병진운동의,속도성분들은 다음과 같다.   , (6)   (7)   (8)따라서 오일러 베르누이 보의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             (9)여기서 는 다음과 같은 상수이다.           (10)운동방정식운동방정식운동방정식운동방정식(3)(3)(3)(3)식 와 식 를 이용하여 다음의 해밀톤의 원리(4) (9) 를 적용하면(Hamilton‘s principle) ,   (11)다음과 같은 회전하는 보의 운동방정식을 얻는다. ″″ ′′    (12)식 의 정적 부분의 제차미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12) .″″ ′′   (13)단면이 균일한 보에 대해   ,   의 상수이므로 식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3) .ⅳ ″ ′′   (14)그런데 식 의 원심력(1) 는     (15)와 같이 표현되므로

′     (16)이다.식 와 식 을 식 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단(15) (16) (14)면이 균일한 보의 운동방정식을 얻는다.ⅳ   ″ ′    (17)식 의 양변을(17) 로 나누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ⅳ   ″′  (18)여기서    ,     ,   이다. 형상함수의 유도형상함수의 유도형상함수의 유도형상함수의 유도2.22.22.22.2

에서와 같이Fig. 3 번째 요소에서 요소좌표계( 와 전)체좌표계(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19)여기서        이다.요소좌표계를 이용하여 식 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18)같다.            (20)전통적인 허미시안 형상함수전통적인 허미시안 형상함수전통적인 허미시안 형상함수전통적인 허미시안 형상함수(1)(1)(1)(1)  일 때 즉, ,   일 때 식 은 다음과 같이(20)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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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은 회전하지 않는 오일러 베르누이 보의 지배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은 차 다항식을 일반해로 갖는다3 .    (22)이 식에 다음과 같은 요소의 경계조건들 적용하여                 (23)식 의 계수(22)   을 결정하면 다음과 같은형상함수를 구할 수 있다.      (24)여기서    는 전통적인 허미시안 형상함수로서 다음과 같(conventional Hermitian shape function)다.                    (25)     새로운 형상함수새로운 형상함수새로운 형상함수새로운 형상함수(2)(2)(2)(2)≠일 때 식 의 해를 다음과 같이 차 다항식, (21) 4으로 가정하여       (26)식 과 요소의 경계조건식 을 만족시키도록 계수(21) (23)      를 결정하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유리함수형태의 형상함수,     를 얻는다.      (27)여기서    ,     ,    ,     (28)이고,   와  는 다음과 같다.                          (29)     

                                    (30)                                    (31)                     (32)                   (33)위의 새로운 형상함수에서 ≠이고 동시에    이면 이 형상함수는 참고문헌 의 형상함수와 동일(7)하게 된다 또한.   이면 새로운 형상함수는 식 의(25)전통적인 허미시안 형상함수로 된다.유한요소 수식화유한요소 수식화유한요소 수식화유한요소 수식화3.3.3.3. 번째 요소에 식 의 의 원리를 적용하면- (11) Hamilton다음의 유한요소 운동방정식을 얻는다.        (34)여기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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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6)    
       (37)

      (38)      (39)        (40) ′      ″     (41)따라서 전체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42)위의 전체방정식 에(41)  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고유값 문제 로 된다(eigenvalue problem) .           (43)수치실험 및 검토수치실험 및 검토수치실험 및 검토수치실험 및 검토4.4.4.4.       1st mode 2nd mode 3rd mode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3]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3]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3]

0 3.5160155 3.5160153 22.034538 22.034492 61.698224 61.697214

2 4.1373199 4.1373196 22.614972 22.614922 62.274223 62.273184

10 11.202334 11.202328 33.640533 33.640366 74.651097 74.649295      1st mode 2nd mode 3rd mode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5]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5]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5]

0 3.8238 3.8238 18.3173 18.3173 47.2656 47.2648

2 4.4368 4.4368 18.9366 18.9366 47.8724 47.8716

10 11.5015 11.5015 30.1828 30.1827 60.5651 60.5639      1st mode 2nd mode 3rd mode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4]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4]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4]

0 3.5160 3.516 22.0345 22.036 61.698 -

2 3.6218 3.622 22.5264 22.528 62.242 -

10 5.0490 5.050 32.1198 32.123 73.978 -

4.14.14.14.1     인 균일 보인 균일 보인 균일 보인 균일 보(uniform beam)(uniform beam)(uniform beam)(uniform beam)보의 길이가   ,    여기서(   )인 단면이 균일한 보이 경우( ,   ,   로일정에 대하여 요소 개를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새로운) , 20형상함수를 적용하여 얻은 수치해를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수치해와 함께 에 비교 정리하였다Table 1 .4.24.24.24.2     인 테이퍼 보인 테이퍼 보인 테이퍼 보인 테이퍼 보(tapered beam)(tapered beam)(tapered beam)(tapered beam)보의 길이가   ,   ,   ,    인 오일러 베르누-이 보에 대하여 요소 개를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새로운, 20형상함수를 적용하여 얻은 수치해를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수치해와 함께 에 비교 정리하였다Table 2 .허브 반경 및 설치각이 영인 아닌 균일 보허브 반경 및 설치각이 영인 아닌 균일 보허브 반경 및 설치각이 영인 아닌 균일 보허브 반경 및 설치각이 영인 아닌 균일 보4.34.34.34.3보의 길이가   ,    그리고 설치각이  인 보를 요소 개로 모델링한 경우 새로운 형상20 ,함수를 사용하여 얻은 수치해를 다른 연구자의 수치해와 함께 Table 3(     과) Table 4(     )에 각각 비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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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 mode 2nd mode 3rd mode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4]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4] new shape function Reference [4]

0 3.5160 3.516 22.0345 22.036 61.6982 -

2 4.4005 4.401 23.2803 22.282 63.0369 -

10 13.2578 13.261 43.2269 43.237 88.596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형상함Table 1 ~ Table 4수를 사용하여 얻은 유한요소해석 결과가 매우 정확함을 알수 있으며 위의 결과를 상호 비교해 보면 다음의 사실을,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과 를 비교해 보면. , Table 1 Table 2 ,동일조건(    ,    ,    ,   에서의 값이 동일에서 균일 보에 비해 테이퍼 보허브에) (서 멀어질수록 점점 단면적이 감소하는 보의 고유진동수가)더 높다 둘째 과 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 Table 1 Table 3 ,동일 조건에서 설치각( 가 클수록 고유진동수가 감소한다) .셋째 과 를 비교해 보면 동일 조건에서, Table 3 Table 4 ,허브 반경이 클수록 고유진동수가 증가한다.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본 연구에서는 회전하는 허브에 부착되어 있는 블레이,드를 오일러 베르누이 보로 가정하여 허브 반경 및 설치각- ,이 영이 아닌 보의 운동방정식과 유한요소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방정식의 정적 부분의 제차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형상함수를 유도하였다 새로 유도된 형상함수,는 유리함수의 형태로서 요소의 길이 회전속도 요소의 위, ,치 허브의 반경 블레이드의 설치각 등의 함수이다 이 형, , .상함수는 회전속도 허브의 반경 블레이드의 설치각이 영일, ,경우 전통적인 허미시안 형상함수로 된다 그러므로 이 요, .소는 전통적인 유한요소법에서 사용하는 형상함수를 확장한경우로서 기존의 유한요소 프로그램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장점이 있다. 후 기후 기후 기후 기이 논문은 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2008강화사업 에 의해 지원되었음(NURI) .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1) Giurgiutiu, V. and Stafford, R. O., 1977,"Semi-Analytic Methods for Frequencies and Mode Shapesof Rotor Blades," Veritica, Vol. 1, No. 4, pp. 291~306.(2) Banerhee, J. R., 2000, "Free Vibration of

Centrifugally Stiffened Uniform and Tapered Beams Usingthe Dynamic Stiffness Method," Journal of Sound andVibration, Vol. 233, No. 5, pp. 857~875.(3) Hodges, D. J. and Rutkowski, M. J., 1981, "FreeVibration Analysis of Rotating Beams by a Variable orderFinite Element Method," AIAA Journal, Vol. 19, No. 11, pp.1459~1466.(4) Yokoyama, T., 1988, "Free Vibration Characteristicsof Rotating Timoshenko Beams," International Journal ofMechanical Sciences, Vol. 30, No. 10, pp. 743~755.(5) Wang, G. and Wereley N. M., 2004, "Free VibrationAnalysis of Rotating Blades with Uniform Tapers," AIAAJournal, Vol. 42, No. 12, pp. 2429~2437.(6) Chakraborty, A., Gopalakrishnan, S. and Reddy, J. N.,2003, "A New Finite Element for the Analysis ofFunctionally Graded Materials," International Journal ofMechanical Sciences, Vol. 45, pp. 519~539.(7) Gunda, J. B. and Ganguli, R., 2008, New RationalInterpolation Function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ofRotating Beams, International Journal of MechanicalSciences, Vol. 50, pp. 578-588.(8) Ozgumus, O. O. and Kaya, M. O., 2007, "EnergyExpressions and Free Vibration Analysis of a RotatingDouble Tapered Timoshenko Beam FeaturingBending-Torsion Coupling," International Journal ofEngineering Science, Vol. 45, pp. 56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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