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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작동식 고정시스템을 이용한 초대형 풍력블레이드 시험 기술
(Advanced Test Technology of wind turbine blade using Tiltable Test Rig)

1 기술개요

● Tiltable test rig : 7MW급 초대형 블레이드의 정하중시험 시, 수직시험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장비

● 수직시험법 : 7MW급 초대형 블레이드의 중력 영향을 없애고 시험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시험법

<고정식 수평 시험법> <유압 작동식 수직 시험법> <유압 작동식 블레이드 고정시스템을 이용한 시험동 공간 절약>

수평 시험법에 필요한 시험 공간 수직 시험법에 필요한 시험 공간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 주요내용

● 7MW급 초대형 블레이드의 중량은 30~40ton 으로, 수평시험법은 블레이드 시험에 중력 영향이 상당히 커서 정확한 시험수행이 어려움

● 수직시험법 적용 시, 중력 방향과 시험 방향이 일치하여 중력이 시험하중과 합산되므로 정확한 시험수행이 가능

● Winch와 Tiltable test rig의 연동제어를 통해 시험동 공간 절약 및 빠르고 안전한 시험 수행이 가능

우수성

<유압 작동식 블레이드 고정시스템을 이용한 수직 시험법, IWES, Germany>
<7MW급 수평시험용 시험동 

(Narec, UK)>

<개발 완료된 Tiltable test rig>

<7MW급 수직시험용 시험동
(IWES, Germany)>

● 하중 요구도를 고려한 구조 설계/해석을 통해 Test rig 경량화 및 개발 비용 절감  

   - Test rig의 무게 감량과 강화 바닥에 인가되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 Tilting actuator를 기울여 사용하는 구조 컨셉 적용  

   - 블레이드가 장착되는 Strong wall의 사이즈 축소 및 추가 경량화   

   - 구조 안전성을 고려하여 분할형 제작 구조가 아닌 일체형 구조로 제작

● Winch와 Tiltable test rig의 연동제어 및 동시제어 가능한 Control algorithm 및 Emergency procedure 개발

   - Winch 6기와 Tilting actuator 4기를 동시제어 함으로써, 블레이드에 정확한 하중부여 및 안전한 시험 수행이 가능

3 시장성 및 사업성

● 풍력 블레이드 시험 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

   - 시험설비 요구도 컨설팅 및 시험기술 이전을 통해 해외기술료 수입 창출

   - 대형 블레이드의 구조시험용 특수 시험장비 수출

   - 해외 블레이드의 국제 인증시험 수행을 통해 시험수익 창출

      ⇒ 연 40 억원 규모

No. 사업 분야 연간 사업실적 경제적 성과

1 시험설비 설계요구도 컨설팅 1 건/년 2억 × 1건 /년 = 2억

2 시험장비 개발 및 판매 1 건/년 15억 × 1건 /년 = 15억

3 시험기술 이전 1 건/년 10억 × 1건 /년 = 10억

4 Test plan 컨설팅 2 건/년 0.5억 × 2건 /년 = 1억

5 블레이드 인증시험 수행 2 건/년 6억 × 2건 /년 = 12억

합계               40 억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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