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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present, wind power is the fastest growing technology in the world. The 

domestic market depends heavily on imports for wind tower lift. so it manage through 

the overseas maker. The lift manufactur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utility is 

increasing, localization development of one wind tower lift is necessary with domestic 

fundamental base technique. 

In this paper, we will study the component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onshore offshore wind tower elevators, which are currently dependent on total 

imports, in line with the high growth of the wind market and the enlargement of the 

wind power generators. First of all, endless winders and cabins, which are the core 

components of the offshore wind tower lift, were examined for the components that 

affect the structural safety. Structural analysis was performed on Sheave, which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lift lifting loads, and Block Stop, a safety device that 

prevents the cabin from falling in an emergency. The structural suitability was 

evaluated by comparing with the safety factor. In addition, the on-board control panel 

combines the control panel of the elevator and the drive motor driving the endless 

winder for efficient control of the offshore wind tower lift. The addition of features 

improves ride comfort at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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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풍력발전 기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

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로서 2019년도 올해 우리

나라 풍력발전은 133MW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84.4% 증가

한 전력 생산량으로 잠시 침체되어 있던 풍력발전

기 부품시장에 다시금 활력이 되고 있다. 풍력발

전 기술은 태양광 발전과 함께, 10년 이내 가장 

실용적인기술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으며,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력수요의 12%

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설치비가 

저렴한 육상 풍력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해상 풍력발전에 대해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20년 이상의 운전수명과 극한하중 

및 피로하중을 받기 때문에 정기 검사, 오일과 필

터 교환, 센서의 교정, Break pad, seal 과 같은 

소모품 교환 등의 보수 작업으로 원할한 작동을 

유지해야하므로 작업자와 장비들을 운반 할 전용 

리프트 장치기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기존 

풍력 발전 정비 시스템을 살펴보면 용량이 적은 

발전기인 경우 양정이 낮은 관계로 인해 정비 인

원이 사다리에 직접 매달려 정비하는 것이 설정이

다. 그러나 최근 풍력발전기의 대형화로 타워 높이

가 80m 이상으로 제작, 설치되어 인력에 의한 사

다리만을 이용한 나셀로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유럽, 미국 등 풍력발전 

선진국에서는 전기 모터를 이용한 풍력 타워 승강

기를 설치하여 나셀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풍력발전기용 리프트의 국내 기술력은 단품

에 대한 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제품으로서 

개발된 사례는 없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시장의 고성장 및 풍력발전

기의 대형화에 맞추어 육상해상 풍력타워 리프트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엔드리스와인더(Endless winder) 

및 캐빈(Cabin)을 대상으로 구조적 안전성에 향

을 주는 부품에 대하여 고찰하 다. 대상 부품으

로는 리프트 인양하중의 대부분을 일차적으로 담

당하는 시브(Sheave)와 비상시 캐빈의 추락을 방

지하는 안전장치인 블록스톱(Block Stop)에 대해

서 구조해석을 수행하 으며, 최대응력을 설계 시 

적용한 안전계수(Safety factor)과 비교함으로 구

조 적합성을 평가하 다. 또한 육상 해상 풍력 타

워 승강기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 승강기를 제어

하는 제어반과 앤드리스 와인더를 구동하는 구동

모터의 인버터를 하나로 통합한 온-보드 형태의 

제어반을 설계하여 기존의 풍력타워 리프트에 없

는 소프트 스타트 기능을 추가함으로서 출발 시 

승차감 성능을 개선하 다. 

2. 육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 

육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는 사람이 탑승하

는 공간(캐빈), 캐빈을 상, 하로 이동시키기 위한 

구동장치(엔드리스 와인더), 비상시 캐빈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블록스톱), 캐빈의 상, 하 이동

시 흔들림 방지를 위한 가이드(와이어로프 또는 

사다리) 등으로 구성된다. 사람이 탑승하는 공간인 

캐빈의 인양방식에 따라 가이드레일 시스템과 와

이어로프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그림 1은 가이드레

일 시스템과 와이어로프 시스템을 나타낸다. 

육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의 핵심 부품인 엔

드리스 와인더는 일반적으로 구동 모터, 회전수를 

감소시켜 토크를 증대시키는 기어박스, 와이어로

프를 압착하여 견인력을 발생시키는 시브, 이들을 

보호하는 케이스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되는 구성

품들은 캐빈에 부착되어 상, 하로 구동하게 되며, 

블록스톱은 캐빈에 독립적으로 부착되어 비상시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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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uide rail system & Wire rope guide system

3. 엔드리스 와인더 시브 설계

일반적으로 엔드리스 와인더는 구동 모터, 회전

수를 감소시켜 토크를 증대시키는 기어박스, 와이

어로프를 압착하여 견인력을 발생시키는 시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기존의 육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에서 채용하고 있는 엔드리스 와인더

를 나타낸다. 

Fig. 2 Conventional Endless Winder Sheave

기존의 육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에 채용되

어 있는 엔드리스 와인더 시브의 경우 압축 스프

링 방식으로 되어 있어 구동 마찰압력이 부하에 

따라 조절이 되어 않고 일정부위(2곳)에 압력이 

집중되므로 시브 및 와이어로프의 편마모가 심하

게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

은 제안된 엔드리스 와인더 시브의 구조를 제안한다. 

Fig. 3 Propotional Endless Winder Sheav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엔드리스 와인더 시브의 

경우 와이어로프와 접촉하여 인양력을 발생시키는 

부품으로 시브의 330°에 해당하는 면적에 케이블

에 의해 인양력이 분포하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와이어로프와 접촉되는 홈의 형상 및 경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속재질인 SCM440을 사용

해 로크웰경도 50∼55을 유지하도록 Q.T 열처리

하 으며. 500kgf의 정격하중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브의 기계적 물성은 Table 1과 같다. 

E
(GPa)

σYS

(MPa)
v σu

(MPa)

SCM440 210 1586 0.29 1752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CM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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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록스톱 설계

보조 와이어로프와 연결된 블록스톱은 엔드리스 

와인더에 연결된 주 와이어로프(Main wire-rope)

가 절단되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캐빈이 자유낙하 

또는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하강시 캐빈을 정지시

키는 안전장치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중

요한 부품이다. 블록스톱은 캐빈의 하강 속도를 

감지는 센서부와 실제 보조 와이어 로프를 압착

하여 캐빈을 정지시키는 제동부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4는 육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에 사

용되는 블록스톱을 나타낸다. 그림 4와 같이 하

강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부는 보조 와이어로프와 

연결된 풀리가 회전하면서 원심력이 발생되고 이

러한 원심력에 의해 인장스프링으로 고정되어 있

던 감지 판이 벌어져 제동부를 작동시키는 구조

이다. 

Fig. 4 Block stop operation principle

E
(GPa)

σYS
(MPa)

v σu
(MPa)

GCD450 110 370 0.29 485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GCD450

그림 5는 케이스의 실제 모형을 나타낸 것이며, 

기계적 물성은 Table 2와 같다.

Fig. 5 Actual model of block stop case

5. 육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 전기제

어 장치 설계

육상해상에 설치되는 풍력타워에 설치되는 리프

트는 일반적으로 KS C IEC 60204-1 또는 EN 

60204-1을 준용한다. 기계류에 적용되는 전기안

전장치에 대한 안전필수요건(GeSR)을 적용함으로

써 전기제어장치를 개발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도

록 한다[2-4]. KS C IEC 60204-1은 산업기계의 

전기장치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국제기준 IEC 

60204-1,유럽연합규격60204-1과 동일한 기준이

다. 분석한 경쟁사 제품의 동작 상태와 규격에서 

제시하는 안전 필수 조건을 통해 개발 전기제어 

장치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그림 6은 육

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 전기 제어 장치의 구동

을 위한 전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그림 7은 육

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 전기 제어 장치의 시퀸

스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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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oundary conditions and load conditions of 

sheave

6. 엔드리스 와인더 시브 및 블록스톱 

구조해석

리프트 구성요소에 대한 구조 적합성을 평가

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ABAQUS를 사용

하여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을 수행하 으며, 최대응력에 대하여 평가하

다. 그림 8은 시브 중심에 Output Shaft가 들

어가는 구조를 나타낸다. 실제 조건과 동일시하

기 위해 중심부의 6자유도를 구속하 으며, 엔드

리스 와인더 시브의 FE모델에 적용할 하중을 산

출하기 위해 와이어로프 가이드 방식 리프트의 

운행속도(정격속도 3m/sec)를 비접촉 방식의 레

이저 속도 측정 장치인 CSD-200H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산출된 속도이력 및 equivalent coefficient of 

friction 및 angle of contact 을 이용하여 시브에 

작용하는 compressive loads를 구하 다. 그림 9

와 식(1)∼(5)는 시브의 compressive loads 계산

을 위한 그림과 수식을 나타낸다. 시브의 angel 

of contact 및 velocity history를 이용하여 시간

에 따른 compressive loads의 크기, 이의 angle 

of rotation을 나타내는 compressive load & 

analge of contact time history를 구하 다. 이

와 같이 획득된 compressive load & anag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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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history를 기준으로 최초 1회전 할 때의 

운행 시 발생하는 압력을 부여하 다. 

Fig. 9 Load calculation for belt-pulle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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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er power, PS

: Force per length at contact surface 

with a cable, N/m

: Position of the tension, N

: Effective tension, N 

: Tension in tight side, N

: Tension in loose side (or slack side), N 

: Gravity acceleration, kg⋅m/s²

: Cable mean radius, m

: Tangential speed, m/s

: Weight of cable per length, kgf/m

: Angle of contact, radian

: Angle of groove, radian

: Angle of rotation, degree

: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cable and 

sheave

′ : Equivalent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cable and sheave

그림 10과 11은 회전각에 따른 compressive 

loads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브 

홀의 위치에 근거하여 회전각을 15° 간격으로 변

경시키며 산출하중을 FE모델에 적용하여 총 24회 

해석을 수행하 다. 홀의 상단 부의 wire rope가 

감기는 홈의 fillet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높은 응력

이 발생하 으며 최초 15° 회전일 때 최대응력발

생(Fig. 16) 노드점을 피로취약지점(Fatigue Critical 

Location, FCL)으로 선정하 다. 1회전 시 15°에

서 허용응력(320MPa)보다 낮은 최대응력(252.31 

MPa)이 발생되어 안전성을 검증하 다. 

Fig. 10 Stress distribution at angle of rotation 15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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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ressive load & Angle of rotation

Fig. 12 The maximum stress occurs area of block 

stop case

그림 12는 블록스톱에서 가장 인양 하중을 많

이 받는 케이스의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경계조건인 Bush삽입 홀에서 응

력집중이 발생하 으며, 허용응력(항복강도/안전계

수) 74MPa보다 낮은 최대응력 20.58MPa이 발생

하여 안전성을 검증하 다. 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하중(kgf)
허용응력(MPa)

안전계수 5 적용
최대응력

(MPa)
안전성 
확보

500 74 20.58 ◯

Table 3. analysis results of block stop case

7. 전기제어 장치 및 구동 드라이브 실험 

기존의 육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 제어회로

의 경우 유접점의 시퀸스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드리스 와인더의 구동을 위해 전원에 직입하여 

구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엔드리스 와인더의 

직입 기동의 경우 모터의 기동 시 돌입전류로 인

해 기동 및 정지 시 리프트의 흔들림을 야기 시키

며 이는 고공에서 정지 시 탐승자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12는 기존 승강기의 기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구동 드라이브의 다단 

속도 변속을 위해 상부 리미트 스위치와 2m 떨어

진 지점에 Aux2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하부 

리미트 스위치와 2m 떨어진 지점에 Aux1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가속과 감속 운전을 할 수 있

게 하 다. 이를 통해 전기제어 장치의 및 구동 

드라이브의 기동 시 돌입전류로 인한 흔들림의 문

제점을 개선하 으며 기존의 제어회로와 통합한 새

로운 온-보드 형태의 전기제어 장치를 제안하 다. 

그림 13는 제안된 육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 제

어를 위한 온-보드형 무접점 제어반을 나타낸다. 

그림 13은 제안한 소프트 스타트 회로의 시간 

거리 기준 속도패턴을 나타내는 파형이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 속도패턴은 양호하게 발생하고 있

으며 시간기준 속도발생부에서 거리기준 속도 발

생부의 절환 시 가속도에서 불연속적인 부분 없어 

편안한 승차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 다. 

속도패턴의 구간에서 저크(jerk)부는 전동기를 

기동시키는 부분으로 기동 shock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2차 또는 3차 시간함수의 형태를 취하게 된

다[5-6]. 그림 14는 Soft Strarting 조건으로 7초

를 주었을 때의 기동특성을 나타낸다. 



718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제22권 제6호

8.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육상 해상 풍력 타워 승강기의 

구조적 안전성에 향을 주는 부품인 엔드리스 와

인더 및 블록스톱에 대해 제안된 구조의 최대응력 

발생지점을 확인하 다. 일차적인 하중을 담당하

는 시브의 케이블의 접촉 조건, 시브의 형상 및 

리프트 운행속도를 고려한 정적 FEA 수행하여 

FCL를 선정 하 고 높은 압축하중이 시브에 작용

되는 리프트 상승 시 최초 1회전(15°∼360°)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으며, 허용응력(320MPa)보다 

낮은 최대응력(252.31MPa)이 발생하여 안전성을 

검증하 다. 또한 엔드리스 와인더 시브, 블록스톱

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으며, 최대응력을 

설계 시 적용한 안전계수 5와 비교함으로써 신뢰

성이 확보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육상 해상 풍

Fig. 13 The maximum stress occurs area of 

block stop case

Fig. 14 The maximum stress occurs area of 

block stop case

Fig. 15 Time-distance Speed Pattern Fig. 16 Proposal system start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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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타워 승강기의 제어성능 향상과 승차감 개선을 

위해 무접점 제어반 및 소프트 스타트 구동 드라

이브를 일체화 한 온-보드형 제어반을 설계하고 

구동 성능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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