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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풍력 블레이드 이축 공진 피로 인증시험 기술

  - 이축 피로 시험을 위한 정교한 시험플래닝 기술
  - 이축 피로 시험을 위한 독자적 캘리브레이션 기술  
  - 이축 피로 시험 데이터 처리 기법

분산형 DAQ를 이용한 정교한 신호 측정 기술 

이축 피로용 가진 시험 장비 설계/제조/운영 기술

대형 풍력 터빈 블레이드 시험의 신뢰성 향상 
  → 국산 터빈의 부족한 track record 보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세계적 성정 지속 및 정부의 3020 정책에 
부응하는 풍력 관련 기술
 육상 및 해성 풍력 단지 구성을 위한 필수 핵심 기술 인증 시험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기술 확보로 국내 풍력산업의 위상 제고

대형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피로하중 인증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두 방향 
시험을 동시 구현하는 기술

인증시험에서 요구되는 플랩 방향 및 에지 방향 피로 시험을 동시 구현

시험 기간의 단축 뿐만 아니라 실제 블레이드 하중 조건과 유사한 보다 
신뢰성 있는 시험이 가능

독자적인 이축 피로 시험 관련 이론 정립

관성력 분리에 과한 이론 수립 및 공기 관성 감쇠를 통한 최적의 

시험셋업 도출 기술

이축 캘리브레이션 기법, 이축 공진에서 얻은 신호의 성분 

분리 기술을 통한 이축피로 시험 등가 모멘트 산출 기술

분산형 DAQ를 이용한 정교한 신호 측정 기술 및 이축 가진에 

특화된 시험 설비 기술

Dual-resonance Theory Sophisticated Test Plan Moment Decomposition Theory Distributed DAQ & 
Dual-resonance Exciter

Distributed DAQ modules

Dual-resonance exciter

분  류

Fundamental
- 이축공진을 다루는 이론 부재
- Tip motion 추적만 가능
   (Transient analysis기반)

- Test setup 최적화 불가
- 시험진폭 예측 불가
- Coupling을 무시한 test setup

- 이축공진 상태의 측정 data에서 각 방향 
   moment를 추출할 수 있는 이론 부재

- 긴 wiring 길이에 따른 측정 noise 문제 심각
(~100m)
- 시연 수준의 이축 가진 장치

- 이축공진 이론 최초 개발
   (강성 및 관성 coupling 고려) 
- 등가 시험 모멘트까지 예측
- Test setup 최적화하는 독창적 알고리즘
   개발 완료
- 시험진폭 예측 가능
- Coupling을 고려한 test setup

- 이축공진 인증피로시험에 적용된
   측정 이론 개발 완료

- 분산형 DAQ 시스템 개발을 통한 noise 
   문제 해결 
- 인증피로시험을 통해 검증된 이축 가진 
   장치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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