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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파이럴형 풍력발전 시스템은 항력과 양력 

을 모두 이용함으로써 바람에 의한 공력성능 

을 극대화할 수 있는 풍력발전 시스템으로서 

아르키메데스 수치에 착안하여 고안된 신개념 

풍력발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1~2) 본 연구 

대상인 스파이럴형 풍력발전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3 개의 FRP 재질의 블레이드가 

회전축에 대해 서로 120°의 간격을 가지면서 

나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안전성 

검토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블레이드 

및 샤프트(Shaft)의 건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을 

해석적 기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각속도에 따른 블레이드의 유체-고체 

연성해석 
 

스파이럴형 풍력 블레이드에 대하여 유체-

고체 연성해석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을 

통하여 각속도 (Angular Velocity)에 따른 블레 

이드의 건전성을 분석하였다. 해석 조건으로 

블레이드 (FRP, 두께 3 mm), 샤프트 (Sus304, 

지름 20 mm)으로 하였으며, 해석 경계조건으로 

입구 쪽 외기는 풍력발전의 적정조건인 12.5 

m/s 속도로 연속적으로 외부에서 유입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석 결과 블레이드의 

각속도가 72 rad/s 까지 점차적으로 높아질수록 

변형량 및 응력이 감소하였다. Fig. 1 과 같이 

각속도가 10 rad/s 인 경우 블레이드 의 최대 

변형량이 47.5 mm 로 분포가 되었으나, 72 

rad/s 인 경우에는 블레이드의 최대 변형량이 

9.9 mm 로 결과가 나타났다. 응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ig. 2 와 같이 각속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응력이 약간씩 줄어듦을 알 수 있다. 

FRP의 인장항복강도가 140 MPa 이며, 10 rad/s 

일 때의 응력 77.08 MPa, 72 rad/s 일 때의 

응력이 6.84 MPa 로 분포, 해석적으로 FRP 

블레이드의 건전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블레이드의 각속도는 72 rad/s 를 유지 

하도록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Fig. 1 Total deformation of blade (10 rad/s) 

 

 

    Fig. 2 Equivalent Stress of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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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레이드 샤프트의 건전성 평가 
 

스파이럴형 블레이드 샤프트 설계의 안전 

기준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축의 강성 설계 중 

최대 처짐각이 0.001 rad 이하가 되도록 제한 

하게 되면 축의 길이가 1170 mm 일 때 

처짐율이 0.351 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또한 

SUS304 재료의 항복강도 값 215 MPa 을 안전 

등가 응력으로 설정하여 축의 구조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각 직경에 관하여 구조해석을 

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20, 25, 30, 40 mm 의 

중공축 직경을 해석하여 나온 값들을 분석하여 

처짐율이 안전 기준치 안으로 드는 직경 크기 

를 선정하고 이 값의 근사치를 다시 세분화 

하여 설계 후 구조 해석함으로써 최적의 안전 

임계값을 찾도록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3 Equivalent stress and Y-axis deformation 

according to diameter of SUS304 shaft 

 

 

Fig. 4 Analysis result of Both Clamped Columns D-

23mm 

스파이럴형 블레이드 중공축 직경이 23 mm 인 

경우 변형값이 0.347 로 안전 범위 안으로 들고 

응력 또한 40 MPa로 항복 응력보다 작게 됨을 

알 수 있다.  23 mm의 축을 제작할 경우 재료 

비용이 가장 적으면서도 변형값이 안전 범위 

안으로 들지만, 응력적인 측면에서 본다 면 축 

직경이 25 mm 일 때 22 MPa 이므로 응력의 

최저치가 작용하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개념 소형풍력 시스템인 

스파이럴형 풍력 발전 블레이드의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유체-고체 연성해석을 실시 

하였다. FRP 블레이드의 두께를 3mm 로 한 

경우에 국부적으로 안전성이 검증 되었으며, 

블레이드 각속도의 경우에는 72 rad/s 일 때, 

구조적 신뢰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안전 

처짐율을 고려하여 샤프트의 직경에 따른 

구조해석을 한 결과, 직경 23 mm 에서 변형률 

이 최초로 0.347 mm 로 안전 범위에 적용 

되었으며 25 mm 일 때 최저 등가 응력으로, 

각각의 직경으로 중공축 설계 시 구조적으로 

최적화된 설계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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