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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P법 을 사용한 복합재 조류력 발전용 블레이드의

스파 캡에 대한 두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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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욕
본 연구에서는 유리강화섬 유폴리 머(GFRP)와 탄소강

화섬 유폴리머(CFRP)로 적 층된 조류력 블레이드의 스파

캡(Spar cap)을 대상으로 끝단 처짐의 제한에 따른 단

방향(UD) GrRP의  적충 두께를 최적화 하였다. 또한

도출된 적충 두께에 따른 블레이드 내부의 웅력의 변

화와 블레이드의 재료비용을 확인하였다. 비선형 최적

화에 뛰어난 순차 이차방정 식 프로그래밍(SQP)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고, 목적 함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인 AbaquslStandard와 연계하였

다. UD CFRP의  적충 두께가 9mln로 제한된 경우, 끝

단 처짐이 감소함에 따라 UD GFRP의  적층 두께가 증

가하였다. 즉, 최적화된 스파 캡 의 무게는 최대 96.2%

충가였으며 최대 인장웅력은 최대 24.6% 감소하였다.

끝단 처짐 이 126.83Inm로 제한된 경우, UD CFRP의 적
충 두께가 줄어듦에 따라 UD GFRP의  적충 두께가 중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무게는 최대 40.1% 증가하였지

만 재료비용은 최대 16.97%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블레이드 스파 캡의 최적화된 두께를 바탕으로

조류력 블레이드의 무게, 내부의 최대 응력과 재료비

용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1. 서 믄
조류력 발전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발생하는 주류

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으로, 조류의 유

속이 충분히 빠른 해역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류 에너지는 매우 풍부하며, 최적의 개말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1]. 한편 자연적 인 조류 흐름을 직

접 이용한다는 점 에서 조력 발전과 차이점을 둔다〔2〕 .

조수간만의 차는 항상 존재하며, 날씨나 계절에 큰 영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 한국과학기 술원 항공우주공학전공
**+ 한국과학기 술원 항공우주공학전 공,

교 신 저 자(E—maU: ㅍⅡee@k섧 st. ac. ㏏)

*** 현대중공업 주식 회 사

조류력 발전용 블레이드는 일반적으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열악한 환경에서 운용되므로 지속적 인 큰

하중을 받게 된다. 2011년에 Verdarlt Power사 가 뉴욕

East ㎩ver에 설치한 조류력 말전기는 강력한 조류로

인하여 블레이드 끝단 일부가 .파괴되었다〔3]. 따라서

블레이드 설계 시 구조 안정성 및 신뢰성을 반드시 확
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발전 시스템의 효울성을 높

이고 설치 및 운반에 대한 소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

여 블레이드 구조물의 경 량화도 반드시 요구된다. 이

러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류력 발전용

블레이드에 대한 복합재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

지만 복합재는 기존 금속재료와 비교하여 낮은
 ̇

경제성

으로 인해 그 쓰임이 여전히 제한적 이다.

조류력 복합재 블레이드의 구조 설계 시, 복합재의

적충 배열, 각도 및 두께는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밀

도가 높은 물속에서 회전은 큰 외력을 유발하므로 큰

변형에 의한 성능 감소 및 파손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

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비용 복합재를 적용함으

로써 발생되는 경제성 감수도 반드시 극복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리 섬유 강화 복합재(GFRP

domposite)와 탄소 섬유 강화 복확재(여RP c0따 posite)

뇨 적충된 조류력 블헤이드의 스파 캑6par cap)을  대

상으로 끝단 처짐의 제한예: 따른 단방향(UP) GFRP의

적충 두께를 최척화 하였다. 또학 블렉이드의 강도와

성 능 조건을 유지:하면서 경 량화를: 달성
:하

고자 하였다.

2. 결과 빚 걸몬

UD CFRP가 9mln로  동일할 경우, 끝단 처짐 제한에

따른 최적 두께 및 그에 상웅하는 무게, 최대 인장 웅

력 그리고 재료비용은 Table 1과  :같다.

— 88 —



Tab】e 1 ΨD GFRP !h'chlegs, weight ''Π xi'●1uⅡ1

ten§丑e st碑 ss and cos岱  at 'le UD CⅡⅡP
tllickness of 9mⅡIl

끝단 처 침
UD GFRP 두께(mjn) 무  게

(kg)

瀞대

력

뒨
ㅋ
˚
'

쟤 료비 용
(만원 )3

기 준모 델(2 3%) ¼ 0( 780

15. 7: 575 . 3 215 . 3 65 1

3. 44 859 . 0 173 . 3 772

υ. 0( z7. c 162 . 3 88 7

끝단 처짐이 기준 모텔 길이의 3%인 경우의 무게는

575.3kg이 며, 끝단 처짐 제한 조건이 엄 격해질수록 무
게는 크게 증가함을 보인다. 끝단 처짐 이 기준 모델

길이의 2.1%인 경 우의 무게는 1128.9kg로, 3%일 때보

다 96.2% 증가한다. 최대 인장 웅력은 기준 모델의

경 우 178.6NIPa이 머, 끝단 처짐 이 기준 모델의 2.3%로

동일할 때 최적 화된 모델은 173.3MPa로  2.97% 감소함

을 보인다. 또한 끝단 처짐 제한 조건이 엄 격해절수록

최대 인장웅력은 감소함올 알 수 있으며, 끝단 처짐 이

2.1%일 경 우 3.0%일 경 우보다 24.6% 감소함을 보였다.

재료비용은 기준 모델의 경 우 780만원이며, 동일한 끝

단 처 짐 조건(2.3%)에 서 최적 화된 모넬은 772만원으로

1.03% 감소하였다. 끝단 처검 이 기준모델의 2.1%일 경
우, 재료비용은 3%일 경 우보다 36.25% 증가하였다.

위의 결과로부터 UD CFRP 두께가 동일한 경우, 끝

단 처짐 이 제한 될수록 최적화된 모델의 무게와 재료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블레이드의 내부의 최태 인장

응력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끝단 처짐 제한이 동일한 경우, UD CFRP 두께에 따
른 UD GFRP 두께, 무게 및 비용의 증감은 Table 2와

같 다.

끝단 처짐 제한이 기준 모:넬 길이의 2.3%로 동일하

고, UD CFRP 두께가 9mln와 4mm인 경우의 최적화

결과를 비교하였다.

Tible 2 Woigh˛  Ⅱ
'axiⅡ'u'n teⅡ

§ile §to's ,●Ⅱd ●os岱 ηt

the ●ons㎙ⅲmed tp deΠ ecUon of 2.39/o

U' CFRP 두께 (mm) 9. 00

무 게 (kg) 859 . o

최 대 인 장 웅 력 (HPa) 173 . 3

재료비 용 (만원 ) 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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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 CrRP 두께가 9m¨인 경우 무게는 859kg이 며,

UD CFRP 두께가 ΔIⅡn로 감소할 경우 무게는

1203.4kg로 9mm와 비교하여 40.1% 증가하였다. 또한

최대 인장 응력은 4.04% 증가하며 재료비용은 16.97%

감소하 였 다.

위의 결과로부터 동일한 끝단 처짐 조건에서 UD
CFRP 두께가 감소하면 무게와 내부 웅력 은 증가하지

만 재료비용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설계 시 목표 성능과 무게 그리고 제작비용에 대한 절

충 과정(co빠pro∏islllg process)을  도입 한다면,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최적화 방법을 퉁해 설계 강도를 만족하

는 최적의 블레이드 복합재 적충 두께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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