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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접촉식 와전류 변위 센서를 이용한 가스터빈 블레이드 손상 

감지에 대해 실험을 통해 연구되었다.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손상 감지는 가스터빈이 

작동 중에 있을 때 비접촉식 와전류 변위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여 손상을 

감지하고 대형 사고 예방 및 장비의 정비를 위한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블레이드의 손상 감지는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 체결 후 실험을 진행하고 이 후 

블레이드의 날을 제거 후, 손상된 블레이드를 3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여 체결 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는 BAT(Blade Arriving Time), FFT(Fast 

Fourier Transform), CWT(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BAT 를 분석하여 블레이드 날을 제거 후와 블레이드의 날이 구부러진 

경우의 고장 진단이 가능 한 것을 보여주며, 또한 FFT 와 CWT 를 통해 BAT 로는 

감지하지 어려운 고속에서의 블레이드 고장 진단 및 블레이드 날의 파손에 대한 

진단이 가능 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스터빈의 고장 진단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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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가스 터빈 

가스 터빈은 고온, 고압의 가스를 팽창시켜 터빈을 돌림으로써 회전력을 

얻는 회전식 내연 기관을 말한다. 가스 터빈은 왕복 식 내연 기관이나 증기 

터빈에 비하여 기구가 간단하고 가벼우며, 취급이 용이하고, 큰 마력을 얻을 

수 있으며, 고장이나 진동이 작은 것이 장점으로서 발전, 기관차, 선박, 

항공기 등에 이용된다. 이러한 가스 터빈은 압축기, 연소실(또는 가열기), 

터빈의 3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압축기에서 가스를 어느 압력까지 압축하여 

가압된 가스 속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든가, 또는 외부에서 가열하여 가스 

온도를 상승시키고, 터빈에서 처음의 압력까지 팽창시켜 터빈에서 발생한 

일에서 압축기에 사용한 일을 뺀 것이 외부로 나오는 일종의 열기관이다 

 

1.2 가스 터빈의 분류 

가스터빈은 그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 발전소용은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 가스 온도를 낮게 하고, 커다란 열 교환기를 갖추어 열효율을 좋게 

하며, 선박용은 소형, 경량으로 시동성이 좋은 것이 적합하지만, 연료 

소비율이 나쁘기 때문에 현재는 소형 군용 기관에만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용은 부분부하의 연료 소비율이 나쁘므로 일부 경주용차나 

시작차(試作車) 및 군용트럭에 사용된다. 기관차용은 증기기관보다 열효율이 

높고, 디젤 기관보다 제조비가 싸며, 보수와 점검이 쉬울 뿐 아니라 연료도 

저질(底質)의 것을 사용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 밖에도 밀폐된 기관 

내에 공기를 순환시켜 공기를 가열기로 간접적으로 가열하여 작동하는 밀폐 

사이클을 사용한 대형 발전용이 있으며 가스터빈을 응용하여 항공기에 널리 

사용되는 터보 제트 엔진 및 터보 프로펠러 기관이 있다. 

이러한 가스터빈은 구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단순 개방형(Simple Open Cycle)이 있다. 단순 개방형은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되며 가스터빈의 배기열을 이용하지 않고 배기가스를 

바이패스연돌 혹은 배열회수 보일러를 통해 대기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단순 

개방형은 간단한 구조로 인하여 설비가 간단하고 견고하나 열효율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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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단순개방형에 배열회수 열교환기를 추가할 

경우 재생형(Regenerative Cycle) 가스터빈이라 칭한다. 재생형 가스터빈은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하여 압축기 출구 공기를 가열하고 연소기에 

공급함으로써 열효율을 개선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압축비가 비교적 낮은 

형식의 가스터빈에 적용되며 압축비가 클수록 열교환기의 이용범위가 

좁아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출력 및 출력 향상을 

위해 재생형에 중간 냉각기, 재열기를 추가한 방식이 있는데, 이를 중간냉각 

∙재열∙재생형(Inter Cooling Reheat Regenerative Cycle) 가스터빈이라고 부른다. 이 

터빈은 고∙저압 압축기 사이에 중간냉각기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압축열을 

저감한다. 재열기는 고압터빈 배기가스에 추가연료를 연소하여 열 낙차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재생기는 가스터빈 배기가스 열을 이용하여 연소용 

공기를 가열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작동유체가 폐회로를 재순환 

하도록 설계하여 기기오염에 대해 안전한 형식인 폐쇄형(Closed Cycle) 

가스터빈이 있다. 이 가스터빈은 사이클의 압력을 높임에 따라 압축기 및 

터빈의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기 가열기 및 냉강기 용량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아래의 Fig. 1 은 가스터빈 구성에 따른 분류를 

나타낸다. 

 Figure 1 Classification of Gas Turbine by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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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터빈의 대표적인 구성 중 하나인 압축기(Compressor)는 그 형식에 따라 

원심형과 축류형으로 구분된다. 원심형 압축기에서 공기를 압축하는 구성 

요소로는 공기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임펠러(Impeller)와 가속된 공기 

흐름을 감속시켜 압력으로 전환시키는 디퓨저(Diffuser)로 구성된다. 이 

압축기는 모터 또는 스팀터빈이 증속 기어를 고속 회전시켜 임펠러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면 외부공기가 임펠러로 흡입되고 흡입된 공기는 입펠러 

팁 방향인 Radial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가속된 공기가 임펠러를 지나 

디퓨저로 흘러 들어가 단면적 변화에 따른 팽창의 영향으로 감속되면서 

압력을 증가시킨다. 보통 한 단의 임펠러에서 이루어지는 압축비는 통상 

2.5이상으로 요구되는 토출압력을 기준으로 임펠러의 단수를 결정한다. 

압축기의 다른 분류인 축류형 압축기는 고정 날개가 압축기 케이싱의 내면에 

고정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고정날개가 하나의 날개열을 만들고, 이러한 

날개열이 회전 날개 사이에서 축방향으로 배치되어 구성된다. 이러한 축류형 

압축기의 압축비는 대략 10~16(단당 입력비 1.1:1~1.4:1)이며 압축비를 높이기 

위하여 회전날개 한열과 고정날개 한열을 한쌍(단,Stage)으로 보고 압축비를 

높이기 위해 10~20단으로 사용된다. 이 압축기의 특징으로는 최고 효율이 

높으며 대유량에 적합한 것이다. 또한 단수를 증가 시킴으로써 손실 없이 

압력을 증가 시킬수 있으며 효율이 높은 회전수의 범위가 좁다. 그러나 

단점으로 제작이 어렵고 가격이 높으며 압축기 오염에 의한 성능저하가 큰 

문제가 있다. 대체적으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무겁고 시동요구 

동력이 크다. 이러한 압축기 특징에 의해 원심형 압축기는 비교적 낮은 

성능에 따라 소형 엔진, 왕복기관의 과급기에 주로 사용되며 축류형 

압축기는 회전속도가 높고 대용량의 공기가 필요한 발전용 가스터빈에 

사용된다.  

 가스터빈의 다른 구성품인 연소기는 압축기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공기를 

연료와 반응시켜 높은 에너지를 갖게 하고 이를 터빈에 전달하여 터빈을 

구동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가스터빈의 심장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소기는 형태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캔형, 애뉼러 형 등으로 나뉘며, 



4 
 

연소분사형태에 따라 단단 및 다단 연소기로 구분된다. 또한 연소기의 

형태는 가스터빈 제작사별 고유한 형상 및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GE 

가스터빈 연소기는 전통적으로 캔형, 지멘스 가스터빈 연소기는 환형 타입을 

사용 중이며, ABB 기술을 채용한 Alstom Power는 사일로 타입과 최선형에 

채용한 환영 타입을 사용한다. 애뉼러형(Annular Type) 연소기는 연소실의 

구조가 간단하며 전체 길이가 짧고 연소실의 단면적을 전면 면적과 비교하여 

최대 소형으로 사용이 가능한 연소기이며 그 구성은 도넛형의 하나로 된 

연소실로 연소실 외부 케이스, 연소 라이너, 연소실 내부 케이스, 다수의 

연료 노즐 및 2개의 점화플러그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소기는 연소가 

안정되어 연소 정지가 거의 없고 출구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로터 축 둘레를 하나의 통으로 둘러싸고 있어 연소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터빈을 장탈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캔 형(Multiple Can Type) 연소기는 로터 축 주위를 동일 원주 상에 

5~10개의 원통형의 연소실이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며 외부케이스, 연소실 

라이너, 2개의 점화 플러그, 화염 전파관으로 구성된다. 캔형 연소기는 구조상 

강도가 강하고 장착과 장탈이 편리해 정비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을 가지나 

고공에서 기압이 낮아지면 연소가 불안정하게 되어 연소정지를 발생시키기 

쉽고, 연소실 출구 온도 분포가 불균일 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연소실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캔 애뉼러형(Can 

Annular Type) 연소기이다. 이 연소기는 제트 비행기로 설계된 유형의 

연소기이며 연소실 외부 케이스, 원통형으로 된 5~10개의 연소실 라이너, 각 

라이너를 연결하여 화염을 전파하는 연결관, 각 라이너에 장치된 연료 노즐, 

2개의 점화 플러그, 연소실 내부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특성으로는 캔형과  

애뉼러형의 중간 특성을 지니며, 캔형의 장점인 연소실 장탈과 장착이 

용이해 정비성이 나쁜 애뉼러형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이다. 아래의 Fig. 2는 

연소기 구성에 따른 각 연소기들의 형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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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터빈의 다른 구성으로는 터빈이 있다. 터빈은 터빈 로터와 스테이터로 

구성되며 로터는 다시 휠축과 버킷으로 나뉜다. 스테이터는 케이싱(Casing)과 

고정익(Nozzle,Vane), 다이어프램(Diaphragm), 슈라우드 블록(Shroud Block)으로 

구성된다. 

 케이싱은 주로 두 개로 분할 제작되어 조립되며 터빈에서 팽창되는 연소 

가스의 외부벽을 이룬다. 케이싱의 내부에는 버킷선단과 간극을 유지하는 

슈라우드 블록이 부착되며 터빈 내부의 고온가스로 인하여 케이싱 온도가 

상승하므로 온도를 제한하기 위해 보온, 냉각 및 여러 겹으로 된 구조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고정익은 터빈에서 팽창된 고온의 연소 가스를 고속으로 

터빈 버킷에 흐르게 하여 터빈 로터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며 노즐을 

통과하면서 연소 가스의 압력강하가 심하므로 누설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즐 내 외경 양족에 밀봉장치가 존재한다. 주로 영팽창이 심한 

1단은 1~2개씩 세그먼트(Sagment)화 되어 있으며 후단부로 갈수록 3~4개씩 

세그먼트화 되어있다. 다이어 프램은 각 노즐의 내경에 부착되며 노즐의 

Figure 2 Classification of combustor by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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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벽과 터빈 로터 사이로의 가스 누설을 막는 역할을 하며, 슈라우드 

블록은 버킷 팁 간극을 통한 가스 누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원통 표면 

역할과 고온 가스와 상대적으로 저온인 케이싱 사이의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1.3 가스 터빈의 고장 유형 

가스터빈의 효과적인 고장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스터빈을 구성하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공기 흡입 계통과 여가장치에서의 대표적인 문제로는 연소용 공기문제로 

압축기 오염, 압축기 침식, 냉각공기 장애, 로터 불평형, 터빈 블레이드 

루트(Turbine Blade Root)의 락킹(Locking), 고온 부식이나 황화 문제가 

있으며, 연료 계통에서는 기동과 점화 실패, 수화물 형성과 동결에 의한 

트립(Trip), 액화 탄화수소의 캐리오버, 연소기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로터 계통에서는 고온 가스 통로에서의 러빙(Rubbing), 베어링과 씰(Seal) 

손상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터빈과 배기장치에서는 조속기 기능 부전, 

진동 문제가 발생한다. 제어계통에서는 계기용 공기 문제, 전기 회로의 단선, 

흡입 공기의 결빙 감시 및 결빙 방지 시스템 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윤활유계통에서는 필터 문제, 누설, 압력 제어 문제가 발생하며, 커플링과 

부하계통에서는 정렬 불량, 커플링 문제, 기어박스와 부수적인 문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출력 및 연료 공급의 인한 문제와 운전원의 인적 실수, 부하 

수요 변화가 존재한다. 아래의 Table 1 은 가스터빈 예상 원인에 따른 

증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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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mptoms of Gas Turbine Failure 

예상 원인  증상 

압축기 

블레이드 손상 
진동 상승, 비정상적인 블리드챔버압력, P2/P1 감소, T2/T1 상승, 

질량유량 감소, 압축효율 감소 

베어링 손상 진동 상승, 베어링 오일압력 감소, 베어링 온도 상승 

필터 막힘 P2/P1 하강, 질량유량 감소 

서징 
진동 상승, 베어링 오일압력 증가, 비정상적인 블리드챔버압력, 

베어링온도 상승, 질량유량 및 압축효율 감소 

오염 진동 상승, P2/P1 감소 T2/T1 상승, 질량유량 및 압축효율 감소 

연소기 

X-over Tube 

손상 
연료 압력 변화, 배기온도 변화 증가 

라이너 

균열/헐거움 
비정상적인 연소 소음, 연료압력 변화, 배기온도 변화 증가 

오염 
비정상적인 연소 소음, 연료압력 변화, 배기온도 감소, 

배기온도변화 증가 

막힘 
비정상적인 연소 소음, 연료압력 증가, 배기온도 상승, 배기온도 

변화 증가 

터빈 

블레이드 손상 진동 상승, T2/T1 증가, 열효율 감소 

노즐 변형 
진동 상승, P3/P4 감소, 휠스페이스 온도 증가, T2/T1 감소, 

열효율 감소 

베어링 손상 진동 증가, 베어링 오일 압력 감소, 베어링 온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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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공기 계통 

막힘 
냉각 공기 압력 감소, 베어링 온도 증가, 휠스페이스 온도 증가 

오염 진동 증가, 휠스페이스 온도 증가, T2/T1 감소, 열효율 감소  

 

가스 터빈 고장 유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im J Carter”는 일반적으로 가스 터빈의 손상은 이물질 난입과 작동 온도에 

의한 손상이 주요 원인이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 피로와 같은 

기계적 메커니즘을 통한 손상은 드물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는 모든 터빈 블레이드가 고온 및 응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크리프(Creep)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로 인하여 블레이드의 수명이 

제한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크리프는 블레이드가 사용 중에 늘어나는 

‘Stretch’로 나타난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비 정상적인 상태에서 블레이드 

팁이 비 회전식 슈라우드에 닿아 ‘tip rub’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블레이드 

및 슈라우드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블레이드의 Stretch가 

정기적으로 측정되어야 하고 이 변형이 미리 결정된 값에 도달 하면 

블레이드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아래의 Fig. 3은 그의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이며, 각 그림은 관찰된 크리프 손상과 동일한 블레이드의 금속 

조직 검사에서 발견된 입계 분리, 방향성 경화 된 블레이드 재료에서의 크립 

크랙킹의 출현 모습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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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Creep damage observed, (b) Grain separation of the same blade,  

(c) Creep cracking in a directionally hardened blad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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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 Barella”와 그의 연구진들은 가스 터빈 블레이드는 니켈 및 코발트 

계 초 합금으로 만들어지며, 이는 높은 응력과 고온의 결합을 견딜수 있는 

재료이지만, 터빈 블레이드는 원심력 부하 및 진동에 노출된 접촉 영역에서 

손상 및 균열 형성에 취약하며 가스터빈 및 제트 엔진의 블레이드 및 디스크 

부착 영역에서 손상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는 화력발전소의 

150MW 장치의 3단 가스 터빈 블레이드가 22,400 작업 시간 후에 고장이 

발생하였고 고장난 블레이드가 고 사이클에서의 프렛팅 피로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24] 

 아래의 Fig. 4는 실제 파손된 블레이드의 형태를 보여준다. 

 

 

 

 

 

 

 

 

Figure 4 Damage Types of Actual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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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터빈 고장 진단에 관한 고찰 

 

2.1 가스 터빈 고장 진단에 관한 고찰 

가스터빈의 초기 결함 진단은 유지 보수 경험과 결합된 제조업체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가스터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압축기 오염, 블레이드의 파손 및 부식으로 인한 tip-clearance의 증가, labyrinth 

seal 손상, 고온 부품 손상, 오염 등이 있다.[1] 

이러한 기능저하를 피하고 높은 수준의 가용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가스 터빈 진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스 터빈 유지 

보수가 예방 유형에서 최근에는 신뢰성 중심의 유지 보수 기반 엔진 상태 

모니터링 및 고장 진단으로 전환되었다. 

가스 터빈 상태 모니터링 및 결함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는 에어로졸 

성능분석, 오일 분석, 진동 분석, 육안 검사, borescope 검사, X-ray 검사, 

와전류 검사, 가스 경로 파편 분석, 사용량 모니터링, 터빈 출구 확산 

모니터링 등이 있다. 

나열된 기술은 모니터링 시스템의 복잡성과 목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되며, 특히 이 중 가스 경로 파편 분석은 특정한 오류를 초기 단계에서 

탐지하는데 특히 적합하며, 에어로졸 성능 분석은 부품 성능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를 정량화 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2] 

현재 가스터빈 진단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arl 

A. Palmer”는 Bayseian belief network를 사용하여 가스 경로 분석 결과와 

테스트 셀 측정을 통합하여 CF6 엔진의 진단 시스템을 제시하였다.[3]  

또 다른 연구 결과로는 진단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R.J.KUO”는 

인공 신경망(ANN)을 적용한 지능형 진단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그는 

블레이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결함을 불균형 블레이드와 느슨한 

블레이드로 간주하여 두 가지 결함에 대한 진동 진폭의 상대적인 변화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그는 여러 센서의 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단일 센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보다 무작위 노이즈에 대한 신뢰도가 

정확하며 퍼지 모델을 기반으로 3가지 매개 변수(속도, 운동량, 활성화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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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변화)를 동시에 변경할 경우 훈련 시간이 97.3% 단축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4] 

반면에 “Meng Hee Lim”과 “M. Salman Leong” 교수는 느슨한 블레이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Wavelet 분석을 적용 하였다. 실험결과 그들은 1mm의 

느슨함이 있는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정상 상태의 작동 상태에서 느슨한 

블레이드가 감지 되지 않음을 보여 주었으며, 터빈이 감속 시 로터상의 

느슨한 블레이드에 의해 유도된 충격 신호에 기초하여 회전자의 고유 

주파수를 구할수 있었다. 또한 터빈이 감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Fourier분석 

보다는 Wavelet분석이 더 민감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5] 

ANN과 Wavelet, FFT분석과 같은 데이터 융합 기술(e.g. neural Newtowrks, 

Bayesian Belief Network, and Knowedge Based Systems)을 사용하여 진단을 수행 

시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과거의 터보 기계 블레이드 진동을 평가하는 비접촉 시스템은 광학시스템 

이였다. 그러나 광학시스템은 먼지, 오물, 기름, 물 등으로 인한 오염 문제로 

인하여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광학 시스템과 

동등한 분해능과 대역폭을 갖는 대안의 개발이 필요했다.[6] 

 D N Cardwell과 K S Chana는 이러한 대안으로 와전류 센서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와전류 센서를 사용하여 얻은 데이터를 표준 광학 블레이드 팁 

타이밍 시스템으로 얻은 데이터와 비교하였고 충분히 고품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QinetiQ 와전류 센서가 팁 타이밍 측정을 

수행하기 최적화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블레이드 통과 데이터가 최대 

1.5mm 두께의 케이스 재질을 통해 수집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논증은 

와전류 센서가 케이싱 팁 타이밍 시스템을 통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6] 

 또한 1999년 M. Dowell과 G. Sylevster 는 가스 터빈에서 블레이드 팁에 

와전류 센서를 설치하여 고주파의 와전류가 블레이드를 통과 할 때 자기장 

교란이 발생하여 블레이드 상태 정보를 감지 및 복조 분석 할수 있다 밝혔다. 

그는 센서 출력으로부터 블레이드의 클리어런스, 진동 레벨 및 이물질에 

의한 충격과 같은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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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에 처리되고 전반적인 제어 시스템에 간략하게 전달되는 이 정보는 

현장의 가스 터빈 엔진을 보다 잘 관리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걸 

보여주였다. 또한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터보 기계 PHM 서브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높은 사이클 피로, 떨림 및 이물질 손상을 

잘 파악하여 검사의 및 고장 진단 시간의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 

이야기하였다.[7] 

이처럼 블레이드 익단 간극 및 블레이드 진동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감지 기술로는 와전류 센서를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여 용량성, 유도성, 광학, 

마이크로파, 적외선, 압력 및 음향과 같은 많은 감지 기술이 있다. 

광학 및 전기 장치를 사용하는 초기 방법은 1940년대 후반, 제트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제트 엔진의 성능과 상태를 모니터링 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으며, 1949년 블레이드 팁에 부착된 자석을 사용하여 블레이드 

진동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특허 출원되었다. [8] 

광학 센서는 높은 정확도와 측정 범위를 제공하지만 정교한 구조의 필요로 

인한 큰 부피, 높은 비용이라는 단점을 가진다. 

와전류 센서는 용량성 센서와 비교하여 감지 코일과 타겟이 자기 커플링을 

통해 통신하므로, 타겟과의 전기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20] 

이 외에도 가스터빈의 고장 진단을 위하여 팁-클리어런스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Tibor Fabian와 그들의 연구원들은 위상 변조된 신호의 

동기 검출에 기반한 정전 용량 식 팁-클리어런스 측정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가스 터빈의 소형화가 기존의 팁-클리어런스 센서의 직접적인 

구현을 방해하지만 와전류 및 용량성 센서는 마이크로 가스 터빈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상의 잠재력을 가지며, Probe Capcatance는 

100μm 블레이드 변위에 대하여 약 120fF 씩 변한다는걸 보여주었다.[9] 

스피드 픽업 또는 Variable Reluctance 센서로도 알려진 유도형 센서는 

1940년대 후반부터 일반적으로 저압 영역 (최대 80 °C) 에서 블레이드-팁-

타이밍에 사용되지만 600°C 이상의 온도를 가진 가스 터빈의 환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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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어려움이 많다는 단점을 가졌다.[10] 

 

2.2 와전류 센서를 이용한 가스터빈 고장 진단에 관한 고찰 

앞서 언급한 와전류 센서를 이용한 고장 감지 방법에는 단일 코일 및 이중 

코일 방법을 이용한 두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교류 전압으로 여기 된 코일로서 코일의 한면에서 자속 선이 나오고 코일을 

감싸는 공간에서 아치를 형성하여 코일의 반대쪽 면에 들어가는 원리에 

의존한다. 

이러한 원리로 인하여 와전류 센서는 물체의 결함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시험 대상의 결함이 와류 흐름의 경로를 방해하고 결함 부근의 자속을 

추가로 변화 시키기 때문이다. 

 즉, 센서와 타겟 사이의 거리를 고정함으로써 측정 신호의 편차가 테스트 

대상 물체의 표면 결함으로 해석되고, 이 치수를 특성화 할 수 있다.[11] 

 와전류 센서를 이용한 테스트는 자성 입자 방법과 같은 다른 비파괴 기술이 

강자성 금속으로 제한되는 한계를 넘어 강자성 또는 비강자성의 다양한 

전도성 물질에서 크랙 검출이 가능다. 다른 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와전류 

센서를 이용한 테스트의 또 다른 장점은 센서와 검사 된 부품 사이에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없이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150m/s 이상의 다른 

기술이 사용 될 수 없는 작동 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와전류 센서의 종류로는 사용되는 프로브에 따라 Coil probe, 

Magnetoresistive Sensor, Hall-effect Sensor, SQUID Devices 등이 존재한다. 

 우선 Coil Probe의 경우 와전류 검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센서로 와전류 

흐름이 불연속성에 의해 크게 변할 때 높은 균열감도를 제공하며 주로 

Encircling Coil Probes와 Pancake Probes가 사용된다. 

 Encircling Coil Probe는 1986년 Forster에 소개된 방법으로 그는 원통형 도체를 

에워싸는 코일에 의해 유도된 와전류에 대한 임피던스 분석을 실시하였다.[16] 

Encircling Coil Probe는 Fig.5와 같이 실험 대상을 코일이 둘러싼 모양 즉 

주로 바 또는 튜브 형태에서 사용된다. Encircling Coil의 특징으로는 관 또는 

바의 축에 대한 평행 불연속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 코일에서 와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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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 된 코일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원주를 가진다. 이러한 유형의 탐침은 

튜브 모서리에서 결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균열을 찾아내는 데 사용하며, 

코일을 내부로 감싸는 탐침은 주로 발전소에서 열 교환기 배관을 시험하는데 

사용된다.[12] 

 

 

또 다른 코일인 Pancake Coil은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축이 타겟의 

표면에 수직인 코일을 말한다. 이러한 코일은 평평한 표면에 대해 리프트 

오프 및 경사에 매우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지며 주로 평평한 표면 검사에 

사용된다. 이 코일에서 와전류는 표면에 평행 한 원주를 그리며, 타겟 표면에 

관통 균열이 발생하면 전류 흐름이 크게 변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균열을 

감지 할 수 있다. Pancake Coil을 이용한 프로브는 전류가 표면에 평행하게 

흐르며 왜곡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층류 결함을 감지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Pancake Coil을 사용한 프로브는 특히 항공 부품의 유지 관리에 

적합하며 회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튜브 또는 막대의 길이 방향 균열을 자동 

감지 할 수 있다. 이때 와전류 프로브는 길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험 물질 

주위에서 고속으로 회전하고, 표면을 나선형으로 스캔 한다.[12] 

Figure 5 Encircling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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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와전류 테스트에 사용되는 Coil Probe에 따라 Segment Probes, 

Horseshoe-shaped Coil Probes, Spiral Coil Probes, Coil Probe Arrays 등 다양한 

기술이 있다. 

Segment Probe는 주로 용접된 파이프의 용접 이음부 결함 탐지에 사용되며 

Differential Mode 와 Absolute Mode가 존재한다. Differential Mode는 균열의 

시작과 끝만 감지하며 이는 용접층의 시간에 따른 결함에 매우 민감하지만 

튜브의 용접 이음새 및 이음새가 없는 긴 결함을 감지 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bsolute Mode와 Differential Mode를 통합 사용하여 

균열의 유무를 감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Horseshoe-shaped Coil Probe 에서 자속은 표면을 평행하게 관통하며, 

와전류는 타겟의 자속선을 둘러쌓고 이는 층류 결함 탐지에 유용하게 

작용한다. 

  Coil Probe를 이용한 와전류 센서를 제외하고도 와전류 센서를 이용한 

방법은 많이 존재한다. 

자기 저항 센서(Magnetoresistive Sensor)는 자기장이 물체에 인가되면 물체의 

저항 값이 변하는 현상인 자기저항효과를 이용하는 센서로 사용재료에 따라 

반도체 자기저항 소자와 자성체 자기저항 소자로 분류된다.[12] 

이 센서는 작은 치수와 광범위한 주파수 높은 감도, 낮은 잡음,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고온 계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자기 저항 센서를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리벳이 달린 멀티 

레이어와 같은 항공기 구조 검사에서 중요한 문제인 깊은 결함 탐지의 

Figure 6 Pancake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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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17] 

 반면 홀 이펙트 센서(Hall-effect Sensor)는 와전류 센서로부터 자기장을 감지 

가능하다. 홀 이펙트 센서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산업에서 사용되는 표준 

집적 회로 공정으로 고품질 홀 효과 변환기를 구성하고 동일한 실리콘 다이 

상에 보조 신호 처리 회로를 쉽고 저렴하게 통합하여 제작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감지하는 다양한 감지 기술 중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 센서의 단점은 실리콘에 대해 제한된 감도를 가지며, 높은 

수준의 1/f 잡음, 비교적으로 큰 오프셋을 가진다.[12] 

 1879년 에드윈 홀이 실험적으로 발견한 홀 효과에 대한 지식을 발견했다. 

Fig. 7 과 같이 플레이트에 자기장을 가할 경우 자기장이 전류 흐름과 직각을 

이루는데,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유도 된 전압의 극성이 반전된다. 이러한 

현상을 홀 효과라고 한다. 

 
Figure 7 Magnetic field exerts mechanical force on a current-carrying wire 

 

홀 효과 변환기를 이용한 센서를 설계할 경우 핵심 특성으로는 Sensitivity, 

Temperature coefficient of sensitivity, Ohmic offset, Temperature coefficient of ohmic 

offset, Linearity, Input and output resistance,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등 

이 있다. 

Hall-effect transducer의 Sensitivity는 바이어스에 사용되는 전류의 양에 따라 

달라지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측정 안정성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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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effect transducer가 biased될 경우 자기장이 없는 경우에도 적은 양의 

전압이 출력 된다. 이 offset 전압은 자기장의 구분을 위한 전도체의 제거를 

제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offset전압의 원인으로는 감지 

접점의 정렬 오류, Transducer 재료의 불균일성 등이 있다. 또한 Sensitivity와 

같이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오프셋의 경우 random하게 그 값이 변화한다. 

Hall-effect transducer는 기본적으로 수동 소자이므로 출력 전압이 바이어스 

전압의 일부분에 가까워짐에 따라 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홀 전압이 

바이어스 전압과 비교하여 더 작을 경우 홀 센서는 매우 선형적인 경향을 

보이며, 중요한 동작 범위에 대해 1% 미만의 선형 오차가 발생한다. 

입력과 출력저항은 홀 전압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증폭기의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저항의 온도 계수는 동일하거나 매우 일치하며 Transducer 

Bias에 사용되는 전류 소스를 설계 할 때 저항의 온도 변화는 유용하게 

사용된다.[18]  

 이 외의 SQUID Devices는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로 매우 약한 자기장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장치이다. 이 장치는 매우 낮은 자기 유도 수준을 측정 

가능하지만 많은 응용분야에서 사용을 위해서는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해 

극저온의 냉동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진다.[12] 

 위의 나열된 센서들 중 와전류, 용량 성 및 광학 센서는 비 접촉식 센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중 와전류 근접 센서 중 특히 세라믹 센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동 할 수 있는 고유한 안정성을 가지며 제한된 다이나믹 

레인지로 타겟의 절대 위치를 측정할 경우 주로 선호된다.[19] 

홀 센서와 같은 유형의 자기 센서와 달리 와전류 센서는 변위 또는 

근접성을 감지하기 위한 영구 자석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진다.[20] 

 아래의 Table 2 는 비파괴 평가를 위한 와전류 센서들의 비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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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Eddy Current Sensors 

구분 장점 단점 

Coil 

Probe 

Encircling 

Coil 

관 또는 바의 축에 대한 평행 

불연속에 민감 
 

Pancake Coil 
평평한 표면에 대해 

Lift-off 와 경사에 민감 

층류 결함 감지에 

적합하지 않음 

Magnetoresistive 

Sensor 

높은 감도, 낮은 잡음, 비교적 

낮은 가격 
고온에 취약함 

Hall-Effect Sensor  

실리콘에 대해 제한된 감도, 

높은 수준의 1/f 잡음 

비교적 큰 Offset 

SQUID Device 
매우 낮은 자기 유도 수준의 

측정 가능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극저온의 냉동이 필요 

 

 

이러한 와전류 센서들을 이용해서 얻는 정보들을 통해 고장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이 중 블레이드의 도착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블레이드 팁 타이밍 측정이라 한다. 블레이드 

팁 타이밍 측정은 후속 블레이드가 센서 아래에 나타날 때 이벤트 간의 시간 

간격을 직접 측정하여 이루어진다. 비 강자성 블레이드의 경우 블레이드는 

기본 신호의 최대 기울기의 순간 센서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1차 미분의 

최대 값 또는 2차 미분의 제로값이 이에 해당한다.[13] 

고전적인 팁 타이밍 방법은 각 블레이드 통과에 대해 센서에 의해 생성 된 

펄스 당 하나의 데이터(일반적으로 제로 크로싱 시간)만을 사용한다. 도달 

시간으로 알려진 생성 된 펄스의 위상은 블레이드의 순간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시간 측정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수 값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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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샘플과 음수 값의 첫번째 샘플 값을 통하여 제로 크로싱을 계산한다. 

[14] 

 블레이드의 도착 시간 즉 BAT(Blade Arrival Time)의 경우 회전 속도와 

디스크 블레이드의 수를 통하여 계산이 가능하다.[22]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 블레이드는 일정 부분을 넘어서지 않는 도착 

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블레이드에 이물질이 부딪힐 경우 블레이드는 진동을 

하며 이는 도착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블레이드가 고온, 고압에 

의해 소성 변형되어 도착 시간에 영구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15] 

블레이드 팁 타이밍을 이용한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Chao Liu와 Dongxiang Jiang는 블레이드 팁 타이밍이 속도 변화 또는 

비틀림 진동이 없는 정상 상태에서 로터가 회전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며. 

비틀림 진동이 발생할 경우 각속도가 급격히 변하며 또한 블레이드에 진동이 

없더라도 도착 시간이 달라지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들은 회전자는 복잡한 조건에서 작동하며, 일반적으로 외란이 발생하고, 

회전자는 유동 변동, 부하 변동 및 기타 설계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회전자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영향은 회전자의 비틀림 진동을 

유발하며 이는 곧 블레이드 진동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전에서 각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정통적인 블레이드 팁 

타이밍 방법을 적용할 경우 오차는 비틀림 진동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정을 이야기 하였다. 

 그들은 블레이드의 시작부분에 추가 센서를 설치하여 블레이드에 예상 도착 

시간을 얻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의하면 추가 센서는 블레이드 

루트의 도착 시간을 감지 할수 있고, 블레이드의 시작부분과 끝 사이의 도착 

시간의 차이를 수집 가능하며, 이를 통해 블레이즈 진동의 에러를 예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곧 블레이드 진동 모니터링의 정확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21] 

 반면 Wenyi Wang은 BAT와 TC(Tip Clearance)의 손상으로 인한 변화를 

감지하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탐색하기 위해 블레이드 팁 타이밍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적인 델타 펄스가 있는 펄스 트레인 신호를 구성하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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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pulses의 위치 및 진폭은 블레이드 팁 타이밍 데이터의 BAT와 TC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펄스 위치 변조(PPM)과 펄스 진폭 변조(PAM)로 

나타내었다. 

그는 PPM/PAM 신호를 기반으로 하여 손상으로 인한 정적 변화를 

탐지하려면 캐리어-복조에서 변조 신호를 분리하고 진동 구성 요소에서 정적 

변화를 분리하는 두가지 분리가 필요하며, 변조 신호를 얻는 데는 표준 복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펄스 위치 

복조(PPD)와 펄스 진폭 복조(PAD)에서 평균 PDD는 각 블레이드의 BAT를 

나타내며, 평균 PAD는 실제 TC를 나타낸다. 

그는 이 방법을 DEMARS(DEModulation Averaging Residual Signal)라고 

약술하였고  가스 터빈 엔진의 손상 탐지에 관한 새로운 이 방법을 통하여 

블레이드의 회전 각도에서 1분, Tip-clearance에서 0.3%까지 작아 질수 있다고 

보여주었다.[22] 

  

3. 실험  

3.1 실험 장비 및 실험 방법 

 

 이 논문에서는 비접촉식 와전류 변위 센서를 이용한 터빈 블레이드 손상 

감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터빈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시키기에는 실제 터빈에 비접촉식 와전류 변위 센서를 위한 가공을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소형화된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시뮬레이터는 울산화력발전의 W501F를 모방하여 제작되었으며, 축소 

비율은 10:1 이다. 시뮬레이터는 크게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기기의 고정을 위한 받침대가 있다. 사용된 시뮬레이터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부분은 가스터빈의 구성 요소 중 터빈부분이다. 

 시뮬레이터의 단(stage)은 총 10개의 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구성은 

압축기 6단, 연소기 1단, 터빈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단에는 12개의 

블레이드가 설치되었으며 총 120개의 블레이드가 사용되었다. 그 중 실험은 

터빈의 가장 외곽 부분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래의 언급되는 손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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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의 교체 또한 외곽 부분에서 교체되어 진행되었다. 

 시뮬레이터의 주요 형상은 아래의 Fig. 8~9에서 볼 수 있으며 사양은  Table 

3 와 같다. 도면은 Fig. 10 에 나타나 있다. 

 

Table 3 Specifications of Simulator 

구분 주요 사양(제원) 비고 

Shaft 재질 : SCM4 
탈부착 가능 

곡선형 제작 

Blade 재질 : SUH616  

Case 재질 : SS41  

Bearing 
Housing No. : SN510 유니트 베어링 

축경 : 45mm 
 

구동 모터 
제품 번호 : HSX1604261 

제품 규격 : 15KW 4P 220/380V 60Hz TEFC 고효율 
 

구성 형태 

압축기 3 단, 터빈 2 단 구성 

센서 총 10 개 구성 

 (압축기 6 개, 연소기 1 개, 터빈 3 개) 

 

축소 비율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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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imulator(inner) 

 

 

 
Figure 9 Simulator(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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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터에 장착되는 블레이드는 Fig. 11 과 같이 로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블레이드의 번호는 상단 중심을 1번으로 시작 하여 시계방향이다. 

 

 

 

1. Turbine Shaft ASM 

2. Case Upper 

3. Case Lower 

4. Turbine Die 

5. Bearing 

6. Bearing Cover 

Figure 10 Gas Turbine Simulator ASM 

Figure 11 Plan of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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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 제거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번 위치의 블레이드를 

제거하였으며, 손상된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7번 위치의 블레이드를 

교체하여 사용하였다. 아래의 Fig. 12는 블레이드를 제거 하였을 경우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험에 사용된 블레이드의 재질은 크롬 합금(SUH616)이며, 총 4가지의 

종류로 제작되있다. 우선 기계의 이상이 없는 상태인 정상 상태에서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Normal blade와 손상된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제작된 Damaged Blade가 있으며, Damaged Blade는 총 3가지의 

타입으로 제작되었다. Damaged Blade의 유형은 날의 하단 부분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Type1), 상단 부분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Type2), 날의 

상단부분에 휘어짐(Bending)이 발생한 경우(Type3)로 각각의 형상은 Fig. 13, 

14에 나타나 있다. 

Figure 12 Blade No.2 ro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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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서 사용된 센서로는 비접촉식 와전류 변위 센서(Non-contact, Proximity 

Probe-Gap Sensor, SCIEN, South Korea)가 사용되었다. 센서는 총 2개가 

사용되었으며 하나의 센서는 Key-Phaser의 역할을 수행 가능하도록 베어링 

부근에 설치 하였으며, 다른 센서는 블레이드의 고장 진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스터빈 구성 부분 중 터빈의 외곽 부분 상단 케이스에 

설치 하였다. 센서의 설치는 Fig. 15와 같으며, 센서의 끝 부분은 Fig. 16과 

같이 설치되었다. 

Figure 13 Normal Blade 

Figure 14 Damaged Blade(Type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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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Location of Blade Sensor installed in the Simulator 

Figure 15 Location of Eddy Current Sensor installed in the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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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진행은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만을 체결 한 후 296RPM에서의 데이

터를 획득한다. 데이터 획득 후 블레이드의 상태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해 하나의 블레이드를 제거한 경우, 각 상황에 대한 데이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Damaged Blade를 설치하여 각 실험을 진행한다. 이 후 속도에 

따른 손상 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92RPM, 887.5RPM에서 위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실험에서 설정된 샘플링의 크기는 60,000이다. 

 

3.2 실험 결과 

 

 아래의 Fig. 17~26은 296RPM 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x축은 

시간 축이며, y축은 와전류식 비접촉 변위 센서가 획득한 Output Signal의 

크기를 나타낸다. 각 그림에서 적색 선은 블레이드의 통과 신호를 의미하며, 

황색 선은 Key-Phaser 신호를 의미한다. 적색 선(블레이드의 통과 신호)의 

Peak값은 랜덤하게 변화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험 

진행 시 기계 자체의 진동 및 로터 축의 진동 등에 의하여 블레이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Figure 17 Experimental result at 296RPM when a normal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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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7 은 296RM에서의 정상상태 블레이드만을 체결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Fig. 18은 Fig. 17을 확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Fig. 17과 18은 모두 

정상상태의 블레이드만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적색선(블레이드의 

통과신호)가 모두 동일한 피크를 가져야 하나, 앞서 언급한 모터의 진동 및 

기계의 진동, 외부로부터의 진동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피크값이 일정범위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8 Magnification of Fig. 17 

Figure 19 Experimental result at 296RPM when a removed one blade 

Figure 20 Magnification of Fi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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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9 은 블레이드를 제거한 경우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Fig. 20 은 Fig. 

19 를 확대한 그림이다. Fig. 20 을 보면 적색 원 부분에서 블레이드가 

제거되었으므로, 데이터를 획득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1 과 22 는 손상된 블레이드(Type1)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앞서 보여준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만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였을 경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Figure 21 Experimental result at 296RPM when a type 1 damaged blade is joined 

Figure 22 Magnification of Fi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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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와 24 는 296RPM 에서의 손상된 블레이드(Type2)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를 

체결하였을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Figure 23 Experimental result at 296RPM when a type 2 damaged blade is joined 

Figure 24 Magnification of Fig. 23 

Figure 25 Experimental result at 296RPM when a type 3 damaged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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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5 는 296RPM 에서의 손상된 블레이드(Type3)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Fig. 26 은 Fig. 25 를 확대한 그림이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벤딩이 발생한 블레이드인 Type3 에서는 적색원이 그려져 있는 부분인 7 번째 

블레이드에서 신호가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와는 다르게 낮은 값의 신호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6 Magnification of Fig. 25 

Figure 27 Experimental result of 592RPM when a normal blade in joined 

Figure 28 Magnification of Fig. 26 



33 
 

Fig. 27, 28 은 592RPM 에서의 실험 결과이다. 이 결과는 296RPM 에서와 

동일하게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 블레이드 제거 후, 블레이드의 교체 

후(3 가지 Type)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296RPM 에서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아래의 Fig. 29, 30 은 887.5RPM 에서의 실험 결과이며, 이 결과 또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Fig. 17 ~ 30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속도에서의 시간 응답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 데이터들은 블레이드가 제거되었거나, 센서의 감지 

범위는 벗어날 정도의 심각한 벤딩이 일어난 것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분석 방법 없이 고장 진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명확하게 가스터빈의 고장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획득한 데이터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29 Experimental result of 887.5RPM when a normal blade in joined 

Figure 30 Magnification of Fig.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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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AT, FFT, CWT 방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BAT 는 Blade Arriving Time 의 약자로 후속 블레이드가 센서 아래에 나타낼 

때의 시간 간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BAT 는 이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그 방법은 블레이드 1 단(Stage)이 1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 단에 설치된 블레이드의 수로 나누어 계산이 가능하다. 

아래의 Fig. 48~50 은 속도와 블레이드 상태에 따른 BAT 값을 나타낸다.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 사용 시 296RPM 에서의 초당 회전량 = 1/(296RPM ×  )  이므로 1 초에 0.209 주기 만큼 회전하며 12 개의 블레이드가 

체결되므로 한 블레이드 당 16.9ms 만큼의 시간 차이를 가진다. 592RPM 의 

경우 1 초에 0.103 주기 만큼 회전하며(= 1/(592RPM ×   ) 즉 한 블레이드 

당 8.44ms 만큼의 시간 차이를 보인다. 887.5 RPM 의 경우 1 초에 0.0676 

주기만큼 회전하며(= 1/(887.5RPM ×   )   한 블레이드 당 5.63ms 만큼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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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Blade Arriving Time result at 296RPM for eac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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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을 보면 정상 상태 및 크랙이 발생한 상태(Type1,2) 에서는 각 

블레이드의 BAT 가 이론적으로 계산된 16.9ms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인 15.9ms ~ 17.0ms 의 값을 가지는걸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레이드가 제거된 상태(Fig. 31 의 황색점)에서는 2 번 블레이드에서 BAT 가 

감지되지 않으며, 벤딩이 있는 블레이드(Type3) 를 사용한 경우 6 번 

블레이드와 7 번 블레이드의 BAT 가 각 13.2ms 와 20.3ms 으로 정상치를 

벗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벤딩으로 인하여 블레이드의 상단이 

휨으로써 도착 시간에 변형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결과를 통하여 

296RPM 에서의 벤딩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BAT 를 이용한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Fig. 32 은 592RPM 에서의 실험 결과로 296RPM 에서의 결과인 Fig. 31 과 

흡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BAT 값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8.44ms 에서의 값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블레이드가 제거된 상태인 

황색점에서는 Fig. 31 과 마찬가지로 2 번 블레이드에서의 BAT 값은 없으며 

3 번 블레이드의 도착시간이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의 2 배인 16.88ms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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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Blade Arriving Time result at 592RPM for each condition 

Blade Number 

Time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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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16.72ms 의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벤딩있는 블레이드(Type3)에서 

6 번과 7 번 블레이드의 BAT 값이 정상값을 벗어나 있으며 6 번 블레이드의 

경우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 보다 좀더 빠른 7.37ms, 7 번블레이드의 경우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보다 좀더 늦은 9.33ms 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Fig. 

31 과 마찬가지로 벤딩이 발생하였을 경우 592RPM 에서도 BAT 를 통해 고장 

진단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Fig. 33 에서는 887.5 RPM 에서의 BAT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Fig. 

31~32 와 차이를 보인다. 블레이드가 제거된 상태의 경우 Fig. 31~32 과 같이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의 2 배 값인 11.3ms 와 근접한 11.1ms 의 값을 보여주나, 

벤딩이 발생한 경우인 Type3 의 결과는 앞선 결과와는 다르게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BAT 를 이용하여 벤딩 

상태를 고장 진단하는 경우 일정 속도 이상에서의 효과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11.1 

0

2

4

6

8

10

0 2 4 6 8 10 12

Normal(Avg)
No blade(Avg)
Blade(Type1,Avg)
Blade(Type2,Avg)
Blade(Type3,Avg)

Figure 33 Blade Arriving Time result at 887.5RPM for each condition 

Blade Number 

Time (ms) 



37 
 

 다음으로는 각 상태에 따른 FFT 분석을 실시하였다. FFT 는 Fast Fourier 

Transform 을 의미하며, 이 방법은 푸리에 변환에 근거를 둔 방법으로 시간 

계열 자료를 주파수 계열 자료로 변환시키거나 역변환 시킬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계산 횟수를 감소하여 인접한 

스펙트럼들이 서로 겹치는 신호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신호 데이터의 불연속성 부분이 포함될 경우 신호의 특징 분석이 

난해해지며, 시간 정보와 주파수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FFT 분석에는 Matlab 이 사용되었으며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를 모두 체결한  

경우와 손상된 블레이드를 체결하였을 경우로 총 4 가지의 경우를 각 

속도별(296RPM, 592RPM, 875.5RPM)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Fig. 

34~45 는 FFT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 34 는 Normal 블레이드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296RPM 에서의 FFT 

결과를 보여준다. 각 Peak 점의 주파수 값은 59.9Hz, 120Hz, 180Hz … 로 이 

값은 296RPM 에서의 기본 주파수 12 ×  = 59.2 Hz 와 매우 흡사한 

결과이다. 

 

Figure 34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296RPM when a normal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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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296RPM when a type 1 damaged blade is 
joined 

Figure 36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296RPM when a type 2 damaged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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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7 은 296RPM 에서 손상된 블레이드에 대한 FFT 결과를 보여준다. 

FFT 분석 결과 세가지 경우 모두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만을 체결했을 

경우와 같이 피크점 들의 주파수 값이 60Hz 의 정수배를 가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Type3 의 블레이드(벤딩 블레이드)의 경우 다른 결과와는 

다르게 각 피크점 사이에서 Noise 의 발생 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FFT 결과로도 BAT 와 마찬가지로 벤딩이 발생한 경우에서의 고장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ure 37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296RPM when a type 3 damaged blade is 
joined 

Figure 38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592RPM when a normal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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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은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 체결 후 592RPM 에서의 FFT 결과를 

보여준다. 각 피크점의 주파수는 약 120Hz 의 정수배로 이론상으로 계산된 12 ×  = 119	Hz 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ure 39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592RPM when a type 1 damaged blade is 

joined 

Figure 40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592RPM when a type 2 damaged blade is 

joined 



41 
 

  

 

 

Fig. 39~41 은 592RPM 에서의 손상된 블레이드에 대한 FFT 결과를 보여준다. 

FFT 분석 결과 296RPM 에서와 유사하게 각 피크 주파수 사이에서 Noise 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며, 이는 592RPM 에서 또한 BAT 와 마찬가지로 Type3 에 

대한 고장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ure 41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592RPM when a type 3 damaged blade is 

joined 

Figure 42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887.5RPM when a normal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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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는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 체결 후 887.5RPM 에서의 FFT 결과를 

보여준다. 각 피크점의 주파수 값은 약 180Hz 의 정수배로 이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12 ×  . = 178Hz 와 흡사한 값을 보이며 180Hz 의 정수배가 되는 

피크점을 제외하고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변동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43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887.5RPM when a type 1 damaged blade is 

joined 

Figure 44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887.5RPM when a type 2 damaged blade is 

joined 



43 
 

  

 

 

Fig. 43~45 는 887.5RPM 에서의 각 손상 상태에 따른 손상된 블레이드의 FFT 

결과이다. Fig. 43 과 Fig. 44 의 경우 앞선 296RPM, 592RPM 에서의 실험과 

동일하게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를 체결하였을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결과들에서 각 속도가 기준 속도를 기준으로 2 배, 3 배 증가 할 시 

FFT 의 기본 주파수가 2~3 배 증가 함을 보여주며 벤딩이 있는 

블레이드(Type3)의 결과인 Fig. 45 의 경우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피크점을 

가지는 주파수들의 정수배 사이에 noise 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296RPM, 

592RPM 에서와 마찬가지로 벤딩이 발생할 경우의 고장 진단이 가능 하다는 

뜻이며, 이는 BAT 결과와는 다르게 속도가 증가 하였을 경우에도 FFT 를 

사용하였을 경우 벤딩에 대한 고장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CWT(Continuous Wavelet Transform)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Wavelet Analysis 는 Wavelet Transform(WT)를 이용하여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다. WT 는 시간적으로 주파수 

성분이 변하는 신호에 대하여 시간과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는 변환 방법으로 

연속 신호나 이산 신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Wavelet 의 

크기를 결정하는 압축계수(Scale)과 시간 축으로의 이동과 관계되는 전이 

계수(translation)으로 표현된다. 연속 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한 그래프에서 

Figure 45 Fast Fourier Transform result at 887.5RPM when a type 3 damaged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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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Factor 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신호가 축소되어 더 자세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으며, 신호의 잡음 분석에 매우 유리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CWT 분석은 한 주기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Fig. 

46~57 에서 보여진다. 

 

 
Figure 46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296RPM when a normal blade is joined 

 

 Fig. 46 은 정상 상태의 블레이드를 체결하였을 경우, 296RPM 에서의 

CWT(Continuous Wavelet Transform) 결과를 보여준다. Fig. 46 은 한 주기 

동안의 결과이며 12 개의 블레이드가 센서에 감지 되었을 때의 신호만이 

측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Figure 47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296RPM when a type 1 damaged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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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과 48 은 각 하단 및 상단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의 CWT 결과로 각 

그림의 하단에 랜덤한 잡음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CWT 결과 

센서가 감지하는 블레이드 신호가 아닌 다른 신호가 발생한 경우 기계의 

이상을 예상할 수 있으나, 기계의 어느 부분에 파손이 발생하였는지는 

감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Fig. 49 는 벤딩이 발생한 경우의 CWT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Fig. 47 , 

Fig. 48 과 동일하게 블레이드 신호 이외의 잡음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7 번째 

위치의 블레이드 신호가 감지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CWT 를 

이용한 분석 또한 앞선 BAT 와 FFT 처럼 블레이드에 벤딩이 발생한 경우 

고장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Figure 48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296RPM when a type 2 damaged blade 
is joined 

Figure 49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296RPM when a type 3 damaged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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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Fig. 50~52 는 592RPM 에서의 CWT 결과로 296RPM 과 흡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Figure 51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592RPM when a type 1 damaged blade 
is joined 

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Figure 50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592RPM when a normal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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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은 592RPM 에서 벤딩이 있는 블레이드의 CWT 결과이다. 이 결과 

또한 앞선 296RPM 에서의 현상과 비슷하게 하단에 잡음이 발생하였으며, 

7 번째 블레이드의 신호가 제대로 감지되지 않아 희미한 형상을 띈다. Fig 

50~53 은 592RPM 에서 또한 CWT 분석을 이용하였을 경우 고장 진단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아래의 Fig. 54~57 은 887.5RPM 에서의 CWT 

결과이며 이 결과는 앞선 296RPM, 592RPM 에서와 흡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Figure 52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592RPM when a type 2 damaged blade 
is joined 

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Figure 53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592RPM when a type 3 damaged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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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Figure 54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887.5RPM when a normal 
blade is joined 

Figure 55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887.5RPM when a type 1 damaged 
blade is joined 

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Figure 56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887.5RPM when a type 2 damaged 
blade is joined 



49 
 

 

 

Fig. 46~57 은 CWT 분석을 이용할 경우 가스 터빈 블레이드의 고장 진단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블레이드에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부분에서 파손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분은 불가능하며, 앞서 분석한 

FFT 와 BAT 경우와 마찬가지로 벤딩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결과만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이는 벤딩이 발생한 경우 센서와 블레이드 사이의 

클리어런스가 증가하여 센서가 받아들이는 진폭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접촉식 와전류 변위 센서를 이용한 가스 터빈 블레이드의 

고장 진단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장비로 울산 화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W501F 가스터빈 모델을 10:1 의 비율로 소형화하여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비접촉식 와전류 변위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한 

결과들을 BAT, FFT, CWT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BAT 를 이용한 방법은 단순히 센서가 측정하는 부분의 

블레이드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진단이 가능하였으며, 속도가 증가할 경우 

BAT 를 이용한 효과는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FFT 분석은 BAT 를 

이용한 분석보다 높은 진단 가능성을 보였으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의 

Scale of color from MIN to MAX 

Figure 57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result at 887.5RPM when a type 3 damaged 
blade is jo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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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어려운 것을 보여주었다. CWT 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한 경우 앞선 

2 가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파손된 블레이드의 고장 진단과 관련하여 향상된 

진단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이 경우에도 손상된 위치에 관한 진단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AT 방법이 블레이드의 파단으로 인한 

진동을 감지 하기 힘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FFT, CWT 분석 결과는 

비접촉식 와전류 변위 센서를 이용한 고장 진단 기술이 실제 터빈 

블레이드의 이상 유무 판단이 가능하며, 이는 터빈의 정비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고찰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비접촉식 와전류 변위 센서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이상 유무를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스터빈의 고장 

진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정비를 위해 기계의 작동을 정지 시키고 

시작 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 시간의 감소 

및 안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예산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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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Gas Turbine Fault Diagnosis 

Using a Non-Contact Type Proximity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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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he damage detection of gas turbine blade using non-contact type 

proximity sensor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Damage detection of gas turbine blades is 

aimed at detecting damage when the gas turbine is in operation and reducing the time to 

prevent major accidents and equipment maintenance. The blades were experimented in the 

case of using only steady state blades, when one blade was removed, and when using 

damaged blades. The data obtained by the non-contact type proximity sensor were analyzed 

by BAT(Blade Arriving Time), FFT(Fast Fourier Transform) and CWT(Continuous 

Wavelet Transfor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nalysis of BA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diagnose the fault when the blades are bent and after the blades are removed. FFT and 

CWT analysis shows that a possible diagnosis for faults and bending of the blad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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