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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력발전의 트라이볼로지

풍력발전 설비에는 다양하면서도 가혹한 동작을 하여야만 하는 마찰 부분이 많다. 따라
서 이들 기계와 기구를 원활하게 상호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트라이볼로지(tribology)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1,10

트라이볼로지’란 마찰(friction), 마모(wear), 윤활(lubrication) 등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을

‘

다루는 학문과 기술 영역이다. 이는 ‘상대운동을 하면서 서로 간섭을 주고받는 2면과 더
불어 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실제 응용에 관한 과학과 기술’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 또한 그리스어로 마찰을 의미하는

를 어원으로 하며,

1

공학자
미국의

가 영국 정부의 후원으로 발표한 ‘마찰과 마모에 의하여 생기는 손

․

Tribology

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이 용어(트라이볼로지)는 현재

report)’

트라이볼로지 윤활기술인협회(Society

Engineers:

of

년 영국의 기계

1966

H. Peter Jost

해를 추정한 보고서(Jost

for

‘tribos’

STLE),
Group:

Tribology:

영국의

IMechE

Tribologists)

Tribologists

트라이볼로지협회(Institution

Tribology

Gesellschaft

for

ü

f

r

Group),

Tribologie),

of

and

Mechanical

Lubrication
Engineers'

독일의 트라이볼로지협회(German

Society

일본의 트라이볼로지학회(Japanese

Society

등 많은 국가와 국제적 기구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과학기술용어로 정

착되어 있다.
한편 영국의

‘Jost

에 대한 주요 내용은 ‘베어링이나 기어의 마찰면에는 미끄럼

report’

접촉을 이루는 두 표면이 반드시 존재하며, 이의 부분 압력은 경우에 따라서 수만 기압
에 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끄럼 접촉을 하는 두 표면은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 조건에
서도 기계는 원활하게 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1

풍력발전 장치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블레이드에 의하여 기계적인 회전 운동에너지로
변환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구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 동력전달 기구의 저속 측,
고속 측의 베어링과 증속기에는 윤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풍향에 대한 방위제어를
수행하는 요잉(yawing) 기구의 윤활도 중요하다. 기어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통의 용도

․

․

․

에서는 일정한 저 고속 회전을 일정한 고 저속 회전으로 증 감속하지만, 풍차의 경우
는 풍속뿐만 아니라 풍황(wind
기어비(gear

에도 의존된 비정상적 저속 회전을 아주 높은

condition)

로 증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측조차도 어려운 바람의 가혹한 활용조

ratio)

건이 형성된다. 따라서 윤활 등과 같은 트라이볼로지의 적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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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의 대용량화와 이에 따른 풍차의 대형화의 진전에 의하여 나셀(nacelle) 부분은
가 넘는 높이에 설치될 것이며, 이처럼 더욱 가혹해지고 있는 풍력발전 설비의 설

100m

치 및 운전조건 때문에 윤활유의 교환과 보수 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해상 풍

․

차가 많이 보급되면 이의 유지 관리와 수리는 물론, 염분을 포함한 해풍에도 철저히 대
처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어느 기계 설비보다도 풍력발전의 구동계열(drive
과 관련된 트라이볼로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3

train)

.

풍차의 트라이볼리지 적용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증속기(gearbox) 및 이의
차적 구동계열인 로터 주축 베어링(주 베어링)이다. 증속기에서는 축의 회전속도를 약

1

배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하므로 각종 기어와 베어링을 가혹하게 운전할 수

100

밖에 없기 때문에, 풍차의 설계와 운용 단계의 모두에서 마찰, 마모, 윤활 등을 망라한
트라이볼로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증속기 이외의 구동계열에 대한 트라이볼로지는
실제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는 마찰, 마모, 윤활의 모든 항목이 고려되지만, 운용 단계에서
는 윤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증속기의 트라이볼로지

2.

2-1.

증속기용 윤활유

증속기는 풍력 터빈(풍차)의 로터 회전(7~25rpm 정도)을 발전기에서 필요로 하는 회전
수(4극식 유도 발전기의 경우

로 올리는 기어박스(gear

1,500~1,800rpm)

과 기어가 주요 구성 요소이다. 풍차의 주축 토크는 출력의

1.5

로서, 베어링

box)

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고출력화와 함께 증속기의 기어와 베어링에 대단히 큰 응력이 걸리게 된
다.

이

때문에

AGMA(American
DIN(Deutsche

대부분의
Gear

Industrie

풍차

Manufacturers
Norman;

메이커들은

윤활유(증속기유)로

미국기어제조업자협회)

Association;

독일공업규격)

중속기용

51517

Part

Ⅲ를

와

9005-02

만족시킴과 더불어,

증속기 제조자와 베어링 제조자가 규정한 시험에 합격한 윤활제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
다.

3,4

증속기유에 대한 세부 설계에는 기어의 마이크로피칭(micro-pitching; 미세 종횡 요동운
동), 피칭(종횡 요동운동), 국부 과열에 의한 달라붙음, 베어링의 마모 등 여러 윤활조건
에 대한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켜야만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증속기유는 증속기에
물이 혼입되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성능저하를 일으키지 않을 필요도 있다. 이에 대한 새
로운 방법으로서 극압제(extreme

pressure

티오인산 에스테르 아민염(thiophosphoric

additives)
acid

공업용 기어오일에, 알킬아인산(alkylphosphite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2-2.

ester

처방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이는
amine

을 내마모제로 사용한

salt)

을 추가한 사례로서 마이크로피칭을

acid)

4

증속기의 구조적인 트라이볼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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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차의 구동계열은 블레이드에서 증속기와 발전기로 연결되는 경로로 이뤄진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동계열은 블레이드 측에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self-aligning
bearing),

roller

발전기 측에 증속기의 입력 베어링이 설치되며, 증속기의 입력 베어링이 바람

하중에 의한 축 하중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다. 또한 블레이드와 증속기 사이에 2개의 베
어링을 배치, 블레이드로부터의 운동량과 반경

․축 방향 힘을 분리시켜 증속기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증속기는 풍차의 구동계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격화가

․

오래전부터 검토 실행되었다.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지침서로서
AGMA(American

Gear

Manufacturers

Association,

미국기어제조업자협회)에서 발표한

규격을 꼽을 수 있지만, 증속기의 구조적인 트라이볼로지를 새로운 국제적 공통 기술에
의하여

규격화된

내용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국제전기표준회의)와

의하여,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가 합동으로 새로운 규격을 책정하고 있다.

풍차의 주축은 블레이드에 의해 회전하지만, 일반적으로
로 회전되기 때문에 증속기에서 약
구조는

<

그림

2-1>

100

2.4

Organization

㎿ 출력의 경우는

for

으

15rpm

배로 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대표적인 증속기의

과 같다. 블레이드의 회전이 유성 축(idle

의 캐리어(carrier)를

shaft)

구동하여 저속 축, 중간 축, 고속 축으로 운동이 전달된 다음, 출력으로 이어진다. 한편
대형 풍차의 증속기에는 최근 링기어(ring

와 선기어(sun

gear)

를 캐리어, 유성기어,

gear)

저속축 등과 연계시계 작동시킴으로써, 높은 토크와 이의 증속에 대처하는 사례도 많아
지고 있다.

<그림 2-1> 증속기의 내부구조4
증속기 자체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저속단을 유성 기어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하지만 유성기어 부분에는 높은 토크가 주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어의 강성을 고
려해야 하며, 강성의 향상을 위하여 베어링을 집중화(베어링 외륜과 유성기어의 일체화
등)한 구조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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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MA

규격과

4

규격에는 트라이볼로지의 실현을 위한 조속기에의 사용 추천

IEC/ISO

기어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풍차 대형화 추세에 의하여 입력 토크가 커지고 캐리어
베어링과 유성 기어의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경량화를 위한 복합적인 유성 기어의
활용이나 다축 출력방식이 이용되기도 한다.
증속기의 구조적인 트라이볼로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의 주요 부품인 기어와 베어

․

링에 관한 최적 설계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어는 우선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침탄 기어(carburizing

gear)

particle

등의 미세 숏피닝(shot

bombarding)

의 장수명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농도 침탄(highly

carburizing),

concentrated

FPB(fine

이라든가 진공 침탄(vacuum

peening)

carburizing)

등과 같은 열처리법의 개선

이 이뤄지고 있다. 기어 치면의 초정밀 다듬질 가공 기술도 적용해야 하며, 대형(현재
대부분의 기어 직경이

～

1

에 달함)을 가공하기 위한 효율적 설비의 개발도 필요하다.

2m

한편 증속기 베어링에는 높은 신뢰성과 더불어 경량화와 소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유성 베어링(idle

․

와 중 고속 축에 대한 지지 베어링에는 반경방향 하중과 축방

bearing)

향 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베어링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성 베어링 등은 외륜을 줄이고 유성 기어 내면을 궤도면
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적용되고 있다.

(orbital plane)

2-3.

증속기와 연계된 구동계열의 구조적인 트라이볼로지

블레이드로부터 증속기와 발전기를 걸쳐 주축에 의하여 연결된 구동계열은 모두 나셀
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

(nacelle)

설명하였다

4,5

B형식

C형식

그림

에 대표적인

2-2>

종류의 주축과 구동계열을

3

.

구조도

A형식

<

블레이드측

발전기측

베어링

베어링

SRB

CRB
FCCRB

특징
․ 증속기부착유도발전기형식
․ 발전기측 베어링은 증속기의 입
력베어링 겸용

SRB

SRB

TRB

TRB

DTRB

CRB

TRB

TRB

․ 증속기가 없는 동기발전기 형식

DTRB

CRB

․ 외륜 회전

․ 증속기부착유도발전기형식
․ 주축을 2개의 베어링으로 지지

SRB: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 CRB: 원통 롤러 베어링, TRB: 단열 원추 롤러 베어링, DTRB: 복렬 원추 롤러
베어링, FCCRB: 총 롤러형 원통 롤러 베어링(full roller type cylidrical roller bearing)

자료: 참고문헌 4와 5에서 발췌 재구성

<그림 2-2> 주축과 구동계열의 구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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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

2-2>

A

5

형식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블레이드 측에 자동조심 롤

러 베어링을, 발전기 측은 증속기의 입력 베어링이 겸용되도록 구성되었다. 증속기의 입
력 베어링이 바람의 하중에 의한 축하중(axial

을 받지 않는 설계로 이뤄졌기 때문

load)

에, 블레이드 측의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에 대한 축방향 이동량은 증속기 베어링보다 적
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림

<

2-3>

일반적인

A

은

<

그림

2-2>

에 나타낸 대표적인 3종류의 주축과 구동계열 중에서도 가장

형식을 수용하고 있는 나셀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 2-3> 주축과 구동계열의 구성 사례4
<

그림

2-2>

의

형식은 블레이드와 증속기 사이에 2개의 베어링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

B

며, 블레이드로부터의 모멘트(moment)라든가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힘을 분리함으로써,
블레이드의 부조화 외력이 증속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식은 베

C

어링의 외측에 발전기 스테이터(stator)를 배치함으로써, 주 베어링으로 하여금 외륜 회
전이 이뤄지도록 한 특징이 있으며, 소형 풍차에 응용되고 있다.
풍력발전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촉각
roller

도 정도의 급구배(severe

45

급의 풍차 구동계열과 주축용 베어링에는 접

2.5~5MW
gradient

를 가진 복수열의 테이퍼 롤러 베어링(taper

)

을 사용하여 축 방향을 콤팩트화한 구조로 제조하는 사례도 많다. 이 경

bearing)

우는 베어링 외경이

이고, 이에 걸맞도록 주변 부품도 대형화되어 있다 .
5

2.5~3.5m

현재 풍차 주축용 베어링의 선정에는 독일의

GL(Germanishcher

Lloyd)

규격치가 국제

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이 베어링과 관련된 심사나 검사가 필요
할 경우에는

을 기본으로 한 자국의 기준을 제정하여 수행하는 사례가 많다. 한편

GL

에는 베어링의 정적 안전율과 수명에 관련된 규격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풍차

GL

주축용 베어링에 대해서는

20

년의 설계수명을 요구하고 있다 .

증속기에 활용되는 기어의 설계에서는 종래의

6

AGMA

규격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 새로운 통합 규격으로 인정된

ANSI/AGMA

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풍차의 증속기와 관련된

IEC/ISO

되었다

6,10

에 의해 원래 내용

ANSI

에 의한 설계

2101-C95

규격은

ISO

으로 통일

6336

.

ReSEAT 프로그램(http://www.reseat.re.kr)

q 중소기업 기술멘토링(공동기술)

증속기 기어에 대한 안전율은
을 위한 안전율은

resistance)

안전율은

1.56

1.25

6

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되, 내 피칭성(pitching

99%

로 정하고 굽힘강도(bending

으로 하였다. 이들 계수 자체는 종래의

AGMA

에 대한 최소의

strength)

규격과 같다 .
7

규격을 바탕으로 증속기 베어링의 간극을 선정하면 내륜과 외륜의 온도 차이에

AGMA

의한 운용상의 가이드라인을

ANSI

규격과 일치시킬 수 있다. 또한 증속기 기어에 관련

된 요구 정밀도와 치면조도(roughness

of

tooth

도 이들 규격을 통하여 알아낼 수

plane)

있다.

8,11

3.

풍차용 윤활제와 트라이볼로지

3-1.

풍차용 윤활제의 사용 환경과 증속기용 윤활유

풍차용 윤활제가 사용되는 주요 기기로는 증속기[(step-up)
주축 베어링:
mechanism),
(hydraulic

main

bearing),

피치 제어장치(pitch

system)

각각

(

ISO

control

unit:

bearing),

주 베어링(로터

선회장치(slewing

블레이드 베어링, 기어), 유압장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기기는 모두 타워 상부의 나셀(nacelle) 내

부 혹은 로터헤드(rotor
윤활유

발전기 베어링(generator

gearbox],

VG

의 내부에 위치한다. 증속기와 유압장치에는

head)
320,

ISO

ISO

에 규정된

가 사용되며, 그 밖의 기기에는 그리스

VG

22~46)

가 이용되고 있다.

5,10,13

(grease)

㎿급의 풍차

2

대에 사용되는 윤활제는 모두

1

～

500

㎏ 정도이며

1,000

,

이의 절반 이상은

증속기에서 소요된다. 한편 풍차의 입지는 풍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원격지에 건설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풍차의 기계 장치는 복잡한 하중변동을 받으며, 돌풍이나 벼락,
지진 등과 같은 자연환경에 의하여 예상 밖의 운전조건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트라이볼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윤활제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기기가 장착된 나셀은, 육
상용 풍차라 할지라도 대부분 지상으로부터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보수와 일반적인 유
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풍차용 윤활제는 자연환경 중에도 장기간 동안 기계
의 마모나 손상을 줄이거나 없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된 운전을 돕는 것이 중요함
은 물론, 윤활제 자신의 수명도 길 필요가 있다.

3-2.

로터 주축 베어링과 피치 제어장치의 트라이볼로지

로터 주축 배어링(주 베어링)은 현재의 일반적인 풍차의 경우

톤 이상의 로터 부문

15

중량을 지지하며, 바람의 변동에 따른 복잡한 하중 변화를 받는다. 주 베어링의 형식에
는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spherical
tapered

roller

bearing),

roller

bearing),

복열원추 롤러 베어링(double

원통 롤러 베어링(cylindrical

roller

bearing)

row

등이 주류를 이루

지만, 이중에서 정렬불량(misalignment)에 관한 보완 측면의 트라이볼로지에서 유리한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이 많이 활용된다.

5,6

<

그림

3-1>

은 트라이볼로지를 고려한 풍차용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의 일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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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풍차용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의 예4
한편 풍차의 대형화와 더불어 베어링의 외경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 풍차의 베어링 외경은

(6

성이 우수한 고점도유(high
는 극압 그리스(extreme

를 넘음). 따라서 로터 주축 베어링용 그리스는 내하중

3m

℃에서 ㎟

viscous oil; 40

460

/s

정도)를 기저유(base

로 하

oil)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8

pressure grease)

주 베어링에는 바람의 변동이라든가 블레이드와 증속기 등의 미소 왕복동 때문에 부식

․

이나 마모가 발생하는 프레팅 부식 마모(fretting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가 생길 수 있다.

corrosion-wear)

미국재료시험협회)의 시험에서는 기

저유의 동점도가 큰 그리스는 프레팅 마모가 큰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프레팅 마모는
그리스의 첨가제에 의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증제(thickener)로서 리튬리튬
콤플렉스(lithium

를 사용하기도 한다.

9

complex)

피치 제어장치는 블레이드의 비틀림각(twist

을 풍속에 맞도록 제어하여 안정적인

angle)

로터의 회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블레이드 베어링(피치 베어링이라고도 함)
과 이를 작동시키는 기어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피치 제어장치는 로터헤드(rotor
의 가운데에 있어서 외기 온도의 영향을 받기 쉽다.

head)

10,11

근년에는 운전 상황에 맞도록 실시간의 피치 제어를 시행함으로써, 바람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여 나셀의 진동을 억제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 방식은 필연적으로 피치 제어의
동작 빈도수를 늘릴 수밖에 없으므로 그리스의 내구성도 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피치
제어장치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메이커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나, 그리스 기저유의 동

℃는 ～ ㎟

점도(40

)

17

460

/s(cSt:

로서 폭이 넓으며, 이는 피치 제어장치의 메이

centistokes)

커에 따라서 저온 특성, 내하중성, 윤활 장소의 유종 통일 등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2

3-3.

발전기 베어링과 선회

․유압장치의 트라이볼로지

발전기 베어링의 운전 중 온도는 발전에 따른 발열에 의하여
적으로는

℃에 이르기도 한다

120

.

70~90

℃에 달하며

,

순간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그리스에는 다른 윤활 장소에

비하여 고온에서의 장수명 특성이 요구되며, 베어링으로는 깊은 홈 볼베어링(deep
groove

℃가

(40

)

ball

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발전기 베어링 용도의 그리스는 동점도

bearing)

60~150

㎟

인 기저유에 리튬 콤플렉스 그리스(lithium

/s(cSt)

complex

grease),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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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urea) 등의 내열 증강제를 조합시킨 윤활제가 많이 이용된다. 발전기는 종류에 따라
서 베어링의 전식(electrolytic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corrosion)

으로 세라믹 재료의 볼을 활용한 베어링이라든가 세라믹을 외륜에 용사(thermal
한 베어링 등이 권장되고 있다.

spraying)

13

선회장치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로터의 정면이 향하도록 나셀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로서, 주로 선회 베어링과 구동용 기어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기어의 윤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극압제가 배합된 그리스를 사용한다.

℃가 ～ ㎟

유압장치는 풍차 각부의 작동용으로 이용되며, 윤활유로는 동점도(40
이며 저온특성이 우수한 유압작동유(hydraulic

/s(cSt)

)

20

50

가 사용된다. 합성유 혹은 저온

oil)

특성을 중요시하여 설계된 광물유 계통의 유압작동유가 이용된다.

13,14

3-4.

풍차의 보수

․관리에 대한 트라이볼로지

증속기 내부를 관찰하면 베어링의 전동면과 기어에 마모 분말에 의한 손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증속기의 베어링과 기어는 로터 주축과의 큰 토크에 의한 회전으로 마모 분말

․

이 많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풍차의 보수 관리 측면에서의 트라이볼로지
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고 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운전이 이뤄
지고 있는 풍차일지라도 롤러 표면에는 마모 분말에 의한 긁힘 현상이 확인되기도 하고
윤활 중이었던 그리스에서도 금속성 마모 분말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속
기의 베어링이나 기어라든가, 로터 주축 베어링은 큰 토크에 의하여 회전되기 때문에 마
모 분말 입자가 많이 함유된 윤활제를 사용한다 해도 순조롭게 운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13

․

풍차의 보수 관리에서는 윤활제의 분석 등에 의한 예방보전 기술도 중요하다. 풍차의
고장을 방지하여 설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윤활제 활용과 더불어 적절

․

한 보수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모 입자가 섞긴 증속기유의 열화 과정에 따른 극압제의 변질과 마모에 의한
기능 저하와 함께, 마모 분말에 의한 운전 중의 베어링과 기어의 손상을 조기에 검지하

․

는 것이 풍차의 보수 관리에 관한 트라이볼로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세계 풍력발전 시장의 확대와 풍차의 대형화 추세에 의하여, 풍차의 구동계열 증속기와

․

제어기기를 비롯한 풍력발전 장치의 설계 개발에 종래보다 더욱 폭 넓고 발전된 최첨
단 공학 분야의 지식이 응용되고 있다. 트라이볼로지도 이 기술의 발전과 응용에서 필수
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풍차용 윤활제는 주로 타워 상부의 나셀 내부 혹은 로터 헤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기기에 사용되며,

2

㎿급의 풍차

대에 사용되는 윤활제는 모두

1

～

500

로서, 이의 절반 이상은 증속기에 활용된다. 한편 증속기와 유압장치에는

1,000

ISO

㎏ 정도

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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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가 이용되며, 그 밖의 기기에는

와

ISO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그리스가 활

AGMA

용되고 있다. 윤활제(윤활유, 그리스, 고체 윤활제 등)의 활용은 트라이볼로지의 필수적
요건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규격(KS:

Korea

industrial

에도 풍력발전과 트라이볼로지에

Standard)

관련된 내용이 최근 많이 제정 공포(예를 들면,
KS

C

IEC

발전 관련

61400-11,

KS

C

IEC

61400-12,

KS

는 모두 세계적 국제 규격인

KS

․ ․ ․

C

KS

C

IEC

AGMA,

IEC

61400-1,

61400-21

IEC,

ISO

KS

C

IEC

61400-2,

등)되어 있다. 이들 풍력
등의 지침에 준하여 최근

에 제정 개정 등록 확인된 특징이 있으므로, 풍력발전의 설계와 운용 기술에 관한한
이에 적극 따를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은 장래 경제와 고용을 지원하는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각국은 적극
적으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장기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의 비율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트라이볼로지는 마찰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따른

마모와 윤활에 관한 과학기술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다. 풍력발전 장치에는 어느 기계 혹
은 플랜트보다 베어링, 기어 등 다양한 마찰 부분이 존재하며, 이들의 상대운동 또한 어
느 기계 혹은 플랜트보다 가혹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풍력발전의 성장에는 최신의 발전
된 트라이볼로지가 필수적으로 접목되어야 한다.
참고로 본고에서 언급한 풍력발전 트라이볼로지 관련 국제 규격과
4-1>

의 내용을

KS

<

표

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표 4-1> 본고 내용의 풍력발전 트라이볼로지 관련 국제 규격과 KS의 요약
규격명

규격 번호

규격 요약

AGMA

9005-02

산업용 기어의 윤활에 관한 세부 기준

DIN

51517 Part Ⅲ

윤활제의 청정, 윤활, 보존에 관한 최저 요구기준

ANSI/AGMA

2101-C95

임볼루트 평기어와 헬리컬기어의 이에 대한 기본 정격 설계 ․ 계측

ISO

VG 320,

동점도의 범위가 288~352㎟/s(cSt)(40℃)인 산업윤활유 기준

VG 22~46

동점도의 범위가 19.8~50.6㎟/s(cSt)(40℃)인 산업윤활유 기준

6336

C IEC 61400-1
C IEC 61400-2
KS

C IEC 61400-11
C IEC 61400-12
C IEC 61400-21

평기어와 헬리컬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방법

풍력발전시스템의 안전 요구 사항
풍력발전시스템 설계 ․ 설치 ․ 운전의 안전, 품질보증, 완전성 확보
풍차의 소음 측정 대처 방법
풍력발전의 출력 성능 측정 방법
계통 연계형 풍력발전의 출력품질특성에 대한 측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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