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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즈원 카메라를 사용하여 
풍력 터빈 점검 용

고해상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ATI 

Introduction
대부분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 풍력 터빈은 터빈 성능이나 환경 균열들이 악화되고 있는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마킹이 몇 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다 
강한 겨울 얼음과 비 때문에 상당히 바래져, 어떤 날개에 문제가 
있었는지 표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삼각대에 장착된 롱렌즈를 사용한 외관검사 등의 초기 풍력 터빈 
검사들은 비효율적이고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점검 중에 온라
인에 계속 연결되는 중요 시스템과 구조들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
했습니다. 

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재빠르게 감지/반응/해결하기 
위해, 밀리미터 수준의 손상 위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터빈 파트를 디테일하게 검사하는 것은 문제의 확인과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곧 일어날 손상과 마모의 징후를 미리 감지, 
돌발 고장에 대비하고 유지관리 전략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포틀랜드 오레곤에 위치한 ATI는 커머셜/인더스트리얼 드론의 
제조사이자 시스템 통합자입니다. ATI는 공인된 파일럿과 트레
이너로 구성된 팀, 비행 서비스와 함께 하이앤드 커스텀 드론 
솔루션을 인더스트리 전문가들에게 제공합니다. 

Locating and photographing 
fissures on a wind turbine 
blade  

ATI는 워싱턴에서 풍력 터빈 점검 프로젝트 진행을 의뢰 받았습
니다. 2년 전 표시되고 측정된 풍력 터빈 날개들에 균열들을 찾
고 촬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표시들은 날개에 있는 

    
  

비슷한 환경에서 ATI Thor octocopter와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
주었던 페이즈원 100MP 카메라는 그 성공적인 테스트 후 통합 
검사 플랫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TI CEO인 Stephen Burtt에 따르면, Thor ocotopter는 커머셜 
등급의 헤비리프트 드론으로 확장된비행시간, 강력한 바람에 대한 
저항력,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페이즈원 
100MP 카메라와 통합되었을 때, 이것은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점검 툴 중 하나가 됩니다. 



Results
풍력 터빈 점검은 이상적인 빛과 날씨 조건에서 2시간 안에 완료
되었습니다(날개 3개를 단 45분만에 검사).

ATI의 클라이언트들은 이미지를 확인하자마자 그 해상도에 놀
라워했습니다. 그들은 날개가 여전히 양호한 상태이고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의 해상도는 
밀리미터 수준이었고, 모든 마킹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전에 드론을 이용한 검사 작업을 시도했
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이미지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Stephen Burtt의 말입니다. ”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그 디테
일에 경악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들은 
날개가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상에서의 
점검을 위해 사람을 올려 보내 날개를 제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재의 위험성을 없앴고 날개를 제거하기 위해 터빈을 
풀어야 하는 주요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Takeaway
페이즈원 100MP 카메라로 촬영한 항공 이미지는 픽셀당 밀리미터
의 정확한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 풍력 터빈 검사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디테일입니다. 외관검사를 위한 드론 사용은 중요 시스템과 
구조들이 점검 중에도 온라인에 계속 접속될 수 있게 합니다. 페이
즈원 시스템과 드론의 결합은 더 빠르고 안전하며 더욱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고 인재
사고의 위험성을 없애며 주주의 법적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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