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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필요로 인해 

최근 풍력발전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

정이다. 실시간 상태 진단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천

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

다. 풍력발전기는 제작 및 설치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설계 시 실제적인 정밀한 예측이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한 타워의 운동 특성에 관한 연구가 행해져 왔다
(1). Figure 1 과 같이 풍력발전기의 타워와 블레이드

의 면외방향(out-of-plane) 운동간의 이론적 연성

해석을(2)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선 계측 시스템

을 구성하여 회전하는 블레이드의 진동특성을 실험

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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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upled wind tower-blade model. 

2. 본  론 

2.1 텔레메트리 시스템 (Telemetry System)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회전, 원거리, 간섭 등으로 

인하여 센서를 유선으로 연결하기 힘든 경우 무선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이다. 주로 항공기 및 헬

리콥터 블레이드의 스트레인 측정과 자동차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토크, 온도, 변위, 압력 등을 측정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즉, 회전부분 또는 유선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의 센서 신호를 측정한다. 트랜스미터          

(Transmitter)는 구조물이 회전하는 부분에 설치되

어 유선으로 연결된 센서의 신호를 A/D 변환하여 

디지털신호를 RF(Radio Frequency)로 송신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2 와 같이 텔레메트리 시스템

을 이용하여 회전하는 블레이드의 진동을 측정하였

다.  

 

 
 

Fig. 2 Telemet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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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장치 구성 

 

본 실험에서 풍력발전기의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블레이드의 진동실험을 수행하였다. 축소 모형의 기

준으로 선정한 풍력발전기는 프랑스 JETMONT 사

의 J48/750 이다(3). 풍력발전기는 크게 타워, 블레이

드, 너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축소 모형에서 

타워는 일반 강으로 제작하였으며, 높이는 1 m 로 

설계하였다. 기준 풍력발전기의 타워 높이에 대한 

블레이드의 길이비가 약 2:1 인 점을 고려하여 블레

이드 길이를 0.5 m 로 제작하였다. 실험 결과와 수

치적인 해석 결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블레이드 단면을 직사각형으로 단순화하였다. 너셀

부에 속도 조절이 가능한 모터에 감속기를 설치하

여 블레이드가 0~60 RPM 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Figure 3 에서 볼 수 있듯이 블레이드

와 모터 사이에 커플링과 베어링을 설치하여 블레

이드의 회전에 의한 모터 손상을 줄였다. 제작된 축

소 모형을 방진 테이블에 고정하여 clamped free 

구속조건을 만족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 Bearing and coupling 

회전하는 블레이드의 진동계측을 위해 Figure 4

와 같이 텔레메트리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본 실험

에 사용된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독일 MANNER 사 

제품으로 트랜스미터는 무게가 약 12 g 이며 주파수 

범위는 0 Hz~1 kHz 이다. 또한, ICP 앰프가 내장되

어 있어 ICP 타입의 가속도계를 연결할 수 있다. 수

신장치(Receiver)의 주파수 범위는 0 Hz~1 kHz 이

며, 해상도(Resolution)는 16bit 로 ±10 V 의 수신

전압 범위를 가진다. 블레이드의 끝 단에 1 채널의 

가속도계를 부착하고 허브에 설치된 트랜스미터까

지 유선으로 연결하였다.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가

속도계에서 출력된 신호는 트랜스미터를 통해 A/D

변환되어 수신장치로 무선 송신된다. 수신장치로 입

력된 가속도계 신호는 데이터 수집장치(DAQ)를 연

결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eZ-analyst 로 입력 받아 

블레이드의 진동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Fig. 4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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