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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개요:
전체 ROTOR 모델 에 대하여 열하중을 적용 후 구조해석에서 회전관성을 전체 모델에 적용하고
Tie Bolts에 Bolt Pretention load를 적용하여 Tie bolts에서의 Pre tightening Force 의 변화와 최대
열변형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해석 모델은 네 가지로
(1) Center Tie rod Built up GT Rotor,
(2) Multi Tie bolts Built up GT Rotor
(3) Center에서 Multi로 수정한 모델
(4) Multi에서 Center로 수정한 모델
해석은 모두 시간에 따른 하중을 구현하기 위하여 Transient Thermal 과 Transient Structure 를 통
하여 수행한다

2. 해석 범위 및 내용
2.1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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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 내용 :
(1) 3D 모델 및 유한요소 모델 생성
(2) 온도 조건 적용 내 외부 열전달계수 및 Bulk Temperature
(3) 하중 조건 적용 Pre tightening Force/ 원심력 열해석 2) 결과 적용
(4) 구속 조건 적용 모델 끝 단 구속
(5) 열 구조 연성 해석 수행

2.3 해석 조건
(1) 열 하중 및 구조 하중
아래 표와 같이 정의된 온도하중을 아래와 같은 형태로 ROTOR 에 적용 후 구조 하
중 적용, 각 영역은 Blade Root, Outer Cavity, Inner Cavity, Center Hole로 구분됨.(구체
적인 데이터는 해석 계약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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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레이드 무게정보
아래 표와 같은 향태로 제공된 무게 정보를 각 모델에 맞추어 정의하고 Blade 의 경
우 별도의 모델링 없이 질량모델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계약후 제공)

3. 해석 결과
(1) 응력, 변위 확인
최대응력점 고찰, 압축기 고압단 및 터빈 변형량 예측
(2) Bolt Stress 확인
기동시 clamping 응력 변화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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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od 응력

3. 전달 교육 수행:
* 전달 교육 자료 작성 및 ANSYS 해석 과정 교육

4. 수행기간:
* 약 2.5개월

5. 사용 S/W:
* ANSYS Mechanical V17.1

6. 결과 산출물
1. 구조해석 보고서(국문, Word)
2. Parameter Study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해석 파일
3. 전달 교육 자료

7. 제공(요구)자료
1. 3D 모델 및 2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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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물성(온도에 따른 재료 물성 필요)
3. 하중 조건(원심력, Pretension Load, 내/외부 열 전달 계수 및 Bulk Temperature)
# 그 외 필요한 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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