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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원의 고갈과 환경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체자원의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풍력발전 방식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에는 줄이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에 접근하여 검사 및 

유지, 보수 작업 을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 

되었다.[1]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작업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작업자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문제점이 있다.[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본 연구실 에서는 튜브를 이용한 형상 

적응 이동 메커니즘(Surface Adaptive Moving 

Mechanism)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지상에 설치된 튜브에 공기를 공급 하여 상승 

하는 메커니즘으로서 튜브가 블레이드의 형상 

에 적응하며 감싸 올라가는 방식이다. 본 논문 

에서는 형상 적응 이동 메커니즘을 사용 하여 

검사 및 유지, 보수 장비를 설치하고 작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 하였다. 

   

2. 형상 적응 이동 메커니즘 
 

형상 적응 이동 메커니즘은 Fig.1 와 같이 

튜브의 한쪽 끝은 튜브 보관소 안쪽에 고정 

되고 반대쪽 끝은 바깥쪽에 고정된다.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바깥쪽에 쌓인 여분의 튜브가 

팽창하며 상승하게 되고 튜브 상단부를 지나 

안쪽 벽을 형성하게 된다. Fig.2 는 튜브가 

블레이드의 곡면 형상을 감싸고 올라가는 그림 

이다.  

 
Fig. 1  Overview of Surface Adaptive Moving 

Mechanism 

 
Fig. 2  Surface Adaptive Moving Mechanism  

with Platform System 

 

3. 플랫폼 시스템의 구조 및 메커니즘 
 

   플랫폼 이동 시스템은 크게 플랫폼 몸체와 

고정용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 플랫폼 몸체는 

고리모양의 구조물로 형상 적응 이동 메커니즘 

형상 적응 이동 메커니즘의 플랫폼 이동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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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ucture of Platform System 

 
Fig. 4 Detailed Structure of Leg 

튜브의 상단에 얹히게 된다. 지면과의 수평을 

유지하며 블레이드 보수작업 시 장비를 장착 

시키고 사람이나 장비를 상승 및 하강시키는 

역할을 한다. 튜브와의 고정 및 평형 유지를 

위한 고정용 다리가 플랫폼 몸체에 결합된다. 

플랫폼 몸체의 안쪽 지름은 블레이드의 현의 

최대 길이보다 크게 설계 되었다. Fig.3와 같이 

고정용 다리 는 두 개가 한 쌍으로 플랫폼 

몸체에 90 도 간격으로 총 4 쌍이 설치 된다. 

고정용 다리는 플랫폼 몸체를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설치 되며 Fig.2 의 모습처럼 튜브를 

사이에 고정시킨다. 스프링을 이용하여 각 

고정용 다리를 플랫폼 본체 쪽으로 잡아당기고 

튜브에 밀착시킴으로써 플랫폼 전체의 안정성 

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스프링의 강도가 너무 

크게되면 고정용 다리가 튜브의 면을 파고들어 

그 틈 사이에 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정용 다리는 튜브 및 블레이드와 접촉 하는 

면에 여러 개의 롤러가 설치되어 튜브의 상승 

과정에서 마찰을 줄인다. 안쪽의 고정용 다리 

의 경우에는 블레이드, 튜브와 동시에 마찰을 

하게 되므로 Fig.4 와 같이 롤러가 양쪽면에 

교차하며 위치한다. 

 

4. 결론 
 

형상 적응 이동 메커니즘은 블레이드 유지, 

보수에 있어서 줄을 사용하여 상승하는 방식에 

비해 블레이드에 가하는 하중을 줄일 수 있고 

튜브가 감싸는 물체의 형상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조도 간단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상 적응 이동 메커니즘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시스템은 튜브의 상단부에 필요한 장비를 

탑재하거나 작업자를 탑승시키기 위한  플랫폼 

의 하부구조로써 튜브와 작업 플랫폼의 연결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작업 플랫폼 또한 내부의 물체의 형상에 

적응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후기 
 

본 연구는 2012 년 지식경제부가 지원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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