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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블레이드 구조 해석 모델링 소프트웨어 (BIMS)
(Modelling Software (BIMS) for Structural Analysis of Wind Turbine Blade)

1 기술개요

● 복합재 풍력 블레이드 : 바람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풍력 발전을 

    위한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주요 부품으로서, 풍력 발전기에 

    있어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수행

● BIMS (Blade Intelligent Modelling System) : 풍력 블레이드를 구성

    하는 복잡한 복합재 구조의 설계/해석용 FE (Finite Element) 모델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풍력 블레이드 제조 공정에 기반한 구조해석용 복합재 물성 

    정보 자동 생성 (해석 정확도 향상, 해석 준비 시간 단축)

● 풍력 블레이드 빔 모델용 단면 특성값 자동 계산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기술개발 완료 이전 가능 기술

● 소프트웨어 완료 

   - 풍력 블레이드 구조해석 모델링 기술 완료 및 지속적 개정

   - 블레이드 단면 특성값 계산 기법 검증 완료

● 풍력 블레이드 구조 해석 모델링 소프트웨어 (BIMS)

● 대형 풍력 블레이드 구조 설계/해석 기술 패키지

● 대형 풍력 블레이드 구조 설계/해석 용역

구   분 현재 기술 기술의 우수성

풍력 블레이드
유한요소 모델링

- 생성시간 2~3주
- 수작업/과도한 가정
- 작업자 실수 가능성

- 생성시간 1~2시간
- 자동화/정밀성
- 작업자 실수 거의 없음

풍력 블레이드 단면 
특성값 계산

- 공학적 가정에 기반
- 단면 모델구성 수작업
- 긴 획득 소요시간

- 수학적 엄밀성 기반
- 자동화된 단면 모델
- 짧은 획득 소요시간

풍력 블레이드 
해석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

- 자동화된 설계하중 부과
- ABAQUS&ANSYS에서 
   FF&IFF 값 계산
- Fatigue damage 계산 
- 기타 다양한 기능

3 기술응용분야 및 기대효과

● 대형 풍력 블레이드 구조 해석용 모델링 기술 진보의 효과

   - 구조해석 모델링 소요시간 최소화

   - 모델링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 실수 최소화

   - 실제 복합재 적층 형상 반영을 통한 해석 정밀도 향상

● 블레이드 빔 모델용 단면 특성값 계산 결과의 활용

  - 풍력 발전기 다물체 동역학 설계를 위한 블레이드 정보 제공

  - 풍력 블레이드 정하중 시험 및 피로시험 설계를 위한 블레이드 빔 모델 구성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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