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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터빈의 구조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Part2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Properties 

of Wind Turbine Blade-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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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process of whole wind turbine blade including blade model which 

proposed in Part1 paper.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Phase VI wind turbine which the wind tunnel 

and structural test data has publicly available is used for the study. In the Part1 of this paper, the processes of structural 

model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process of blade only are introduced. The whole wind turbine composed by blade, 

rotor, nacelle and tower. Even though NREL has reported the measured values, the material properties of blade and 

machinery parts are not clear but should be tested. Compared with the other parts, the tower which made by steel pipe is 

rather simple. Since it does not need any considerations. By the help of simple eigen-value analysis, the accuracy of 

structural stiffness and mass value of whole wind turbine system was verified by comparing with NREL's reported value. 

NREL has reported the natural frequency of blade, whole turbine, turbine without blade and tower only models.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studies, the proposed material and mass properties are within acceptable range, but need to be 

discussing in future studies, because our material properties of blade does not match with NREL's measur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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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회전하는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최적설계를 위해

서는 블레이드표면에서 계산되는 공력(aerodynamic 

force)의 정확한 평가 및 구조물로의 적용이 필수적

이다. 일반적으로 공력평가를 위해서는 풍동실험이 

필수적이지만, 풍동실험1),2)으로는 연속적인 공력 평

가는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풍동실험을 통해서 

각 단면에서 계산되는 공력은 블레이드 요소법
3),4),5),6)의 과정을 통해서 풍력터빈 구조물에 적용된

다. 그러나 블레이드 요소법은 근본적으로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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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차원 형상을 고려할 수 없으며, 실제 블레이드

에 대한 재료특성 계측을 통해 평가된 단면성질이 

이용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풍력터빈 구조물의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풍력터빈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

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복합

재료에 의한 유한요소모델의 개발에 집중되고 있으

며5),6)
, 블레이드 요소법의 과정을 이용한 비연속적

인 공력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연속

적인 공력의 적용에 비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며, 공

력의 평가를 위한 계산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블레이드 요소법은 2차원 풍동

실험결과를 사용하기 때문에3),4) 블레이드 요소법에 

의한 공력의 산정은 근사해석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를 극복하고 보다 더 정확한 공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회전하는 3차원 실물크기, 혹은 축소모델에 대

한 풍동실험을 수행해야하지만, 결과적으로 연속적

인 공력의 평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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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REL Phase VI wind turbine blade1),2)

최근 들어, 연속적인 공력평가 및 적용을 위한 방

법으로 전산유체역학7),8),9),10),11) 해석결과를 이용하는 

유체-구조 상호작용해석(Fluid-Structure Interact- 

ion, FSI)
12)이 적용되고 있다. 

풍력터빈의 설계에 유체-구조 상호작용해석을 이

용하면, 블레이드표면의 연속적인 공력을 풍력터빈 

구조물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때 

전산유체해석결과의 정확성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서로 다른 유체, 구조영역을 공유하는 

인터페이스와 정밀한 풍력터빈 구조모델이 준비되

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체-구조 상호작용해석을 

위한 기본연구로 상용 유한요소프로그램인 ANSYS

를 이용하여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수행한 실물크기 NREL Phase VI 

전체 풍력터빈에 대한 유한요소구조해석모델의 개

발 및 검증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논문에서는 3차원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유한요소모

델의 개발 및 검증과정을 설명하였으며, 본 논문에

서는 NREL에서 제시한 측정치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블레이드, 로토, 나셀, 타워를 포함한 전체 

풍력터빈의 유한요소모델의 개발 및 검증과정을 설

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안된 전체풍력터빈 구

조모델의 유효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NREL Phase VI 풍력터빈에 

대한 유체-구조 상호작용해석 및 구조해석을 수행

할 예정이다. 

2. NREL Phase VI 풍력터빈 구조모

델의 개발

<Fig. 1>은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실험연구를 수행한 실물크기 NREL 

Phase VI 전체 풍력터빈1),2)의 전체 형태 및 기하학

적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름 10.06m의 블레이드 

및 나셀이 높이 12.2m의 타워상부에 배치되었으며, 

타워의 하부는 마운트에 의해서 T형 프레임에 고정

되었다. 타워는 변단면으로 설계되었으며, 상부와 

하부에 각각 406.4x21.4t, 609.6x17.5t의 스틸파이프

로 구성되었다. <Fig. 2>, <Fig. 3>, <Fig.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NREL Phase VI 풍력터빈

의 로터 및 전체 풍력터빈의 CAD모델 및 질량을 

위한 나타낸 것으로, NREL 보고서1),2)의 내용을 참

조하였다. <Fig. 2>,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해

석모델의 간략화를 위해서 붐(boom), 계측장치

(instrumentation enclosures), 카메라, 세밀한 부품, 

나셀내부 동력장치 등은 생략하였으며, 허브, 쉬프

트, 강체링크, 블레이드, 나셀외부, 타워 등은 보고

서의 내용을 토대로 유사한 형태로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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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tail CAD model of rotor
<Fig. 4> Material properties of whole turbine

<Fig. 2> CAD model of rot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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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Material (Pa)
Density 

(kg/m3)
Description

Case1 Case2

Blade
E=1.560E+10

 v=0.42

E=8.20E+10

 v=0.42
1,035

Effective stiffness

and density

Nacelle, Hub, 

Shaft, etc

Steel

(Blade : 

E=1.560E+10

 v=0.42)

Rigid

(Blade : 

E=1.560E+10

 v=0.42)

- Point mass

Rigid link Rigid - Point mass 

Tower
Steel

(ASTM A106)
10,350

Effective 

density

Components
Mass 

(kg)
Description

Pitch shaft, 

bull gear, 

instrumentation, 

bearings, 

nut and spacers

38.6 Point mass

Hub 237.8 Point mass

Boom, 

instrumentation 

enclosures and

 camera

141.9 Point mass

Nacelle 1256.0 Point mass

Blade1 mass

(standard tip)
60.2 Effective mass

Blade3 mass

(standard tip)
60.2 Effective mass

Total rotor mass 577.3 -

Nacelle, 

hub, 

pitch shafts, 

and boom mass

1712.0 Point mass

Tower mass

Pipe-609.6x17.5 (base)

Pipe-406.4x21.4 (top)

3300.0

(3317.0)

Effective mass

(mass of NREL)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this study

<Table 2> Mass properties of this study

<Table 1>, <Table 2>는 각각 본 연구에서 적용

한 풍력터빈의 강성 및 질량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블레이드의 강성 및 질량분포 결정과정은 본 연구

의 첫 번째 논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은 생략한다. 

NREL Phase VI 풍력터빈에서 타워의 역할은 상

부 블레이드와 나셀을 지지하는 주요 구조체로써, 

스틸파이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강성, 질량 등의 

성분이 비교적 명확하다. 블레이드와 강체링크를 제

외한 모든 파트의 재료는 스틸로 지정하였으며, 블

레이드를 포함한 전체 풍력터빈의 유효강성을 결정

하기 위해서 재료모델 Case1, Case2에 대한 파라메

트릭해석을 수행하였다. 

풍력터빈의 블레이드와 타워는 NREL에서 제시

한 질량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상의 유효질량밀

도를 적용하였으며, 그 외의  파트는 NREL에서 제

시한 질량크기를 사용하여 절점질량으로 적용하였

다. 블레이드, 로터의 총 질량은 각각 120.4kg, 

577.3kg 이며, 나셀의 질량은 1256kg이다. 따라서 

타워상부의 총질량은 1833kg이며, 타워의 질량은 

3300kg이다. 

블레이드와 타워를 제외한 그 외의 파트들(허브, 

피치 샤프트, 샤프트, 강체링크, 나셀, 기어박스)은 

구조적 성질보다는 기계적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풍력터빈의 구조적 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고, 오히려 강체의 성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

다. 만약 위의 기계적 파트들의 강성을 강체로 가정

하여, 고유주기와 같은 구조적 특성을 평가할 경우, 

실제 구조물의 거동특성과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

는다. 그러나 전체 질량에서 이 파트들이 차지하는 

질량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에서 NREL에서 제시

한 질량크기는 정확해야한다. 

<Fig. 5>는 상업용 유한요소프로그램인 ANSYS

를 이용한 전체 풍력터빈의 솔리드 매쉬 형태를 나

타낸 것으로 비정형 곡면 형태고, 내부가 비어있는 

블레이드, 허브, 피치 샤프트는 사면체 솔리드요소

를 사용하였고, 그 외의 구동축 샤프트, 강체링크, 

나셀, 타워, 스티프너 등은 팔면체 솔리드요소를 사

용하였다. 블레이드의 총 사면체수는 26,400이고, 전

체 풍력터빈의 요소 수는 92,00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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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sh model of whole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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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eel reaction mass suspended 

from gantry crane (NREL) : 90° azimuth

<Fig. 7> 1ST mode shape of whole turbine according to the azimuth and assembly conditions

3. 풍력터빈의 고유치해석 결과

NREL에서는 풍력터빈의 진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에 따른 진동평가 실험을 수행

하였는데, 풍력터빈의 사용상태, 블레이드 제거상태, 

타워 단독상태에 대한 고유진동수로, 각각 1.670Hz, 

1.340Hz, 1.740Hz를 제시하였다. <Fig. 4>는 NREL

의 90° azimuth 각에 대한 진동평가 실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의 재료조건 Case1, 

Case2 및 풍력터빈 조건에 따라 고유치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그 해석결과를 NREL과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azimuth 

각에 대한 풍력터빈의 진동특성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90°, 45°, 0° azimuth 각에 대한 추가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90° azimuth 각에 대한 재료

모델 Case1의 고유치해석에 의한 최소 고유진동수

는 1.667Hz로 계산되었다. 이는 NREL에서 제시한 

최소 고유진동수 1.670Hz와 매우 근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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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NO.

Operational Turbine (Hz)
Turbine 

 with Blades Removed (Hz)
Tower Alone (Hz)

Experiment 

 (NREL)
Present study

Experiment

 (NREL)

Present study
Experiment

 (NREL)

Present 

study90° 

azimuth

90° azimuth 45° azimuth 0° azimuth

Case1 Case2 Case1 Case2 Case1 Case2 Case1 Case2

1 1.670 1.667 2.774 1.661 2.767 1.665 2.779 1.340 1.719 2.852 1.740 3.865 

2 1.750 1.668 2.780 1.666 2.796 1.666 2.795 1.790 1.723 2.871 2.360 3.865 

3 2.470 6.029 7.228 6.574 7.270 6.308 7.259 1.850 13.585 19.583 2.730 20.314 

4 5.860 6.787 7.3364 6.799 7.357 6.803 7.346 5.920 13.981 19.748 3.910 20.315 

5 5.900 7.989 12.566 7.993 12.653 8.009 12.640 7.100 17.301 48.474 4.030 51.891 

6 7.170 10.963 12.619 11.000 12.706 10.838 12.797 8.550 30.101 49.115 8.140 51.895 

7 7.300 13.721 19.494 13.524 19.462 13.494 19.583 11.010 39.151 64.197 10.380 81.513 

8 8.740 14.323 19.678 14.687 19.698 14.628 19.735 11.620 50.899 89.337 10.660 100.430 

9 11.840 16.867 28.296 17.711 28.494 17.469 28.468 12.680 67.141 95.125 11.930 100.430 

10 11.880 27.768 28.68 24.220 28.737 26.311 28.699 14.560 71.718 104.87 14.010 112.950 

<Table 3> Resuts of Eigen-value analysis according to the material properties

또한 블레이드와 타워를 제외한 허브, 피치, 나셀 

등의 기계부품들의 질량을 모사하기 위해서 절점질

량으로 치환하여 집중질량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고유치해석결과는 NREL의 계측결과에 

비해 더 적은 모드수가 계산되었다. 그러나 구조물

의 진동특성은 주로 최소고유모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의 유효강성의 정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90°, 45°, 0° azimuth 각에 대한 최소고유치는 각

각 1.667Hz, 1.661Hz, 1.665Hz로 계산되었으며, 이

는 90° azimuth 각에 대한 NREL의 계측치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Fig. 6>, <Fig. 7>에서 설명하듯이, azimuth 각은 

블레이드의 회전축에 대한 회전각을 의미한다. 블레

이드의 총질량은 약 120kg으로 풍력터빈의 총질량 

약 5133kg에 대해서 2.34%의 작은 질량을 차지한

다. 블레이드의 강성 및 질량이 전체 풍력터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전체 풍

력터빈의 진동특성에 대한 블레이드 azimuth 회전

각의 영향은 크지 않게 된다. 실제로 <Fig 7>과 

<Table 3>에서 블레이드가 제거되었을 경우의 최소

고유치 1.719Hz는 완전한 풍력터빈의 최소고유치 

1.667Hz와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서 로터 및 나

셀을 제거한 상태의 타워 만에 의한 최소고유치는 

3.865Hz로 진동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타워 

상부에 위치하는 나셀, 로터의 총 질량이 약 1833kg

으로, 블레이드에 비해서 15.3배 큰 질량이기 때문

이다. 

재료조건 Case2는 블레이드, 타워를 제외한 기계

파트를 강체로 가정한 것이다. <Table 3>에 설명하

고 있듯이, Case2에 의한 고유치해석결과는 Case1

에 비해서 최소진동수 약 1.1Hz 증가한  2.744Hz로 

전체적으로 Case1의 해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따라서 허브, 나셀 등의 기계파트의 

강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계파트의 강성을 근

사적으로 강체로 가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계파트는 질량변화 없이 강성만 증가하였기 때문

에, 최소 고유진동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 

진동수의 분포상황에 대한 기계파트의 강성변화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정확한 해석결과

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파트의 질

량은 정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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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de shape of whole turbine : 90° azimuth, 

Case1

<Fig. 7>과 <Table 3>에서 상부 로터와 나셀을 

제거한 타워 단독일 경우, 본 연구의 고유치 해석결

과와 NREL의 계측결과는 비교적 큰 오차가 발생하

였다. 이는 타워 상부에 총 1833kg의 질량이 제거되

었기 때문이며, 상부 구조물의 제거에 따른 질량감

소의 영향이 강성감소의 영향보다 더 크게 작용하

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질량이 증가하면, 진동

수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풍력터빈의 경우, 타워 

상부에 큰 집중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

반적인 경향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Fig. 7>, <Fig. 8>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전체 풍

력터빈의 지배모드(1차, 2차 모드)는 타워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이후 3차, 4차 모드에서 블

레이드의 모드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3차 모

드는 블레이드 플랩방향 변형형상이고, 4차 모드는 

블레이드 에지방향 변형형상으로, 본 연구의 Part-1 

논문의 <Fig. 5>의 블레이드 단독 모드형상과 유사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전체 풍력터빈 5차 

모드는 4차 모드와 나셀의 비틀림 변형의 조합이다. 

따라서 전체 풍력터빈의 진동특성은 타워의 강성과 

상부 기계파트의 질량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풍력터빈의 유효강성평가를 위한 

두 번째 논문으로 고유치해석을 이용하여 전체 풍

력터빈의 구조모델 개발 및 검증과정을 설명하였다. 

풍력터빈의 구조모델 개발을 위해서 실물크기 풍

력터빈에 대한 실험결과가 공개된 NREL Phase VI 

풍력터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해석결과

와 NREL에서 제시한 풍력터빈의 고유진동수와 비

교를 통하여 제안된 유한요소 구조모델의 정확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고유치해석결과 NREL의 축강성을 사용한 Case2

의 경우, 실험 계측치보다 더 큰 최소 고유진동수가 

계산되었으며, 파라메트릭 해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

서 유도한 Case1의 재료특성을 적용하였을 경우, 

NREL과 유사한 최소 고유진동수를 얻을 수 있었

다. 또한 블레이드 azimuth 각에 따른 전체 풍력터

빈의 진동특성 해석결과, 최소 진동수에 대한 블레

이드의 영향은 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블레이드

의 질량이 전체 풍력터빈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작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풍력터빈의 진동성능은 상부 로터, 나셀을 

지지하는 하부의 타워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1차, 

2차 모드는 모두 타워의 변형에 기인하였으며, 이때 

블레이드의 변형은 미미하였다. 또한 풍력터빈의 최

소 진동수에 대한 기계파트 질량의 영향은 크게 작

용하였다. 실제로 상부구조물의 제거한 타워 단독상

태의 최소 고유진동수는 3.865Hz로 블레이드만 제

거했을 경우(1.719Hz)에 비해서, 완전한 풍력터빈의 

최소 진동수(1.667Hz)와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체 풍력터빈의 고유치 해

석결과(1.667Hz)는 NREL의 실험계측결과(1.67Hz)

와 매우 근사한 최소 고유진동수를 얻을 수 있었으

나, 블레이드만 제거했을 경우와 타워 단독일 경우 

NREL과 오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향후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본 

풍력터빈 모델을 이용한 BEM, 구조해석 및 유체-구

조체 상호작용해석을 위한 구조해석모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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