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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W급 풍력터빈을 모사한 풍력터빈 시뮬레이터 제어로직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Control Logic for Wind Turbine Simulator 
having Similarity with 3MW Class Wind Turbine

오 기 용*․이 재 경**․박  ***․이  신† 

(Ki-Yong Oh․JaeKyung Lee․Joon-Young Park․Jun-Shin Lee)

Abstract  -  As wind power has increased steadily, the importance of a condition monitoring system is being emphasized 

to maximize the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of a wind turbine. To develop the advanced algorithms for fault detection and 

lifespan estimation, a wind turbine simulator is essential for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s before applying them 

to a condition diagnosis & integrity prognosis system. The developed new-type simulator in this paper includes blades 

and various sensors as well as a motor, a gearbox and a generator of which the existing simulators generally consist. It 

also has similarity with a 3MW class wind turbine and can be used to acquire operational data from various operation 

conditions. This paper presents a design method of control logic for the wind turbine simulator, which gives a wind 

generation method and similar dynamic characteristics with the 3MW wind turbine. Finally, the proposed control logic i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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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풍력터빈은 바람의 운동에 지를 발 기를 통해 기에

지로 변화시키는 장치로서 청정에 지에 한 요구의 증가

와 풍력터빈 발  효율 향상으로 인해 그 요성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풍력터빈은 수십 미터 이상 높이의 

타워 상단에 치하는 나셀 내부의 증속기, 발 기  블

이드에 기치 않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 부품 수리 는 교

체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형 크 인을 동원하여 작업을 수

행하여야 하므로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정지시간

동안 력생산이 지됨으로써 풍력발 단지 경제성이 감

된다.

술한 바와 같이 풍력터빈 고장 발생시 많은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되는 실을 고려할 때, 설비의 신뢰성  경제성 

향상을 한 충분한 책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MW  

형 풍력터빈에는 상태감시시스템(Condition 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여 발 기 상태를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이상진단을 수행하고 요소부품의 수명을 측하여 최 화된 

운 을 수행해야 한다 [1].

상태감시기술의 발 과 함께 단지의 효율 인 운   경

제성 극 화를 하여 다양한 센서 용  신호처리 기법

을 이용한 진단  지(prognosis) 알고리즘이 연구 개발되

고 있다. 하지만, 제안된 알고리즘을 운  인 실제 형 

풍력터빈에 바로 용  시험해보는 것은 실 으로 어려

운 실정이기 때문에, 상기한 알고리즘 연구를 해서는 알고

리즘 신뢰성 검증을 한 풍력터빈 시뮬 이터가 필수 으

로 필요하다.

풍력터빈 개발과 련하여 손윤규 등[2]과 권세진 등[3]은 

각각 750kW  2MW 풍력터빈과 상사성을 갖는 시뮬 이

터를 개발하여 인터버 성능평가  검증을 수행하 으며, 곽

노홍 등[4]  최 도 등[5]은 풍력발  시뮬 이터를 개발

하여 풍력터빈이 계통에 미치는 향을 체계 으로 평가하

다. 하지만, 상태감시  수명 측 알고리즘 개발  검증

을 해서는 다양한 운 조건에서 실제 풍력터빈 핵심 구성

요소인 블 이드, 메인 베어링, 기어박스, 발 기로부터 신호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모터-발 기로 구성된 기

존의 풍력터빈 시뮬 이터들을 상태감시 알고리즘 개발용으

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하여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에

서는 상태감시 알고리즘 개발  검증에 합한 풍력터빈 

시뮬 이터를 개발하 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련하여 

시뮬 이터가 실제 풍력터빈의 다양한 운 조건 모사 가능

하도록 제어로직을 설계한 내용을 기술하 다. 상술하면, 가

상모델 용을 통하여 바람의 난류 모델  터빈의 동특성

을 모사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터  발 기 토크 제어 

곡선을 산출하고 제안된 제어로직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여 최종 으로 구 된 시뮬 이터 시스템이 안정 으로 작

동함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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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 이터의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풍력터빈 시뮬 이터는 술한 바

와 같이 상태감시 알고리즘 개발  검증에 합하도록 실

제 풍력터빈의 주요 부품들을 모두 장착하고 있다는 에서 

크게 차별 이 있으며, 바람에 지에 의해 로터에서 생성되

는 로터 공력토크를 동기가 모사하여 토크를 시스템에 공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제안된 풍력터빈 시뮬 이터가 

실제 풍력터빈의 다양한 운 조건을 모사하기 해서는 아

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로, 실제 풍력터빈의 다양한 운  상황 모사를 해

서는 재 풍력터빈 제작사에서 개발되어 사용되는 기어박

스 는 발 기 검증용 시뮬 이터와 달리 상태감시 신호취

득을 하여 풍력터빈의 유지보수 비용  정지시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블 이드, 기어박스  발 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실제 풍력터빈의 다양한 운  상황 모사를 

해서는 실제 풍력터빈과 동일한 제어로직 기반으로 동작해

야 한다. 풍력터빈은 바람에 의하여 로터에 양력과 항력이 

발생하며, 이  회 에 지가 발 기로 달되고, 달된 

회 에 지를 발 기에서 추출하면서 회 속도가 가변되어 

체 시스템이 식 (1)과 같이 정상상태에 도달한다.  

   
,                   (1) 

식 (1)에서 는 회 에 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토크, 은 

증속기 기어비, 는 로터의 성(Inertia of Rotor), 는 로터

의 회 속도, 하첨자 은 로터, 하첨자 는 발 기를 의미한

다. 시뮬 이터가 실제 풍력터빈을 모사하기 해서는 바람

을 모사하여 시스템에 회 에 지를 공 하는 모터에 하

여 토크 제어를 수행해야 하며, 발 기도 회 속도를 기 으

로 인버터를 이용하여 토크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 한 정

격풍속 이상에서 일정한 발 량 유지  하  감을 하

여 블 이드 피치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용 인 MW  풍력터빈과 상사성을 

가져야 하며, 다양한 바람조건  운 조건에서 풍력터빈과 

유사한 동특성을 보여야 개발된 알고리즘 성능  신뢰도 

검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사 상체로 재 상용

화되어 운용 인국내 풍력터빈 에서 최 용량인 두산

공업 WinDS3000을 선정하 으며, 식 (2)~(4)에 도시된 3가

지 설계조건을 이용하여 WinDS3000과 상사성을 갖도록 설

계를 수행하 다.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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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기서 는 성시상수(Inertia Time Constant), 는 로터의 

성(Inertia of Rotor), 는 정격출력(Rated Power), 는 주

속비(Tip Speed Ratio, TSR), 은 로터 반지름, 는 풍속

(Wind  Speed), 은 scale factor이며 하첨자 o는 실제 풍력

터빈(origin system), 하첨자 s는 시뮬 이터(simulator)를 

의미한다.

그림 1은 술한 설계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한 시뮬 이

터의 체 구성을 보여 다. 설계 시 실제 터빈에 한 축

소율은 설치여건  비용 등을 고려하여 150으로 선정하

다. 표 1에서는 WinDS3000 설계치와 식 (2)~(4)을 사용하여 

WinDS3000과 상사성을 갖도록 산출한 시뮬 이터 설계변

수 산출 결과를 도시하 다. 

그림 1 풍력터빈 시뮬 이터 체 구성도

Fig. 1 Schematic Diagram of Simulator

WinDS3000 Simulator

Scale factor 150

Gear Ratio 92.9 90.0

Equivalent Moment 

of Inertia [kg·m2]
10,480,040.0 43.1

Inertia time 

Constant [s]
4.7

Part
Rotor 

Side

Generator 

Side

Rotor 

Side

Generator 

Side

Rated rpm

[rpm]
15.7 1,458.8 20.0 1,800.0

Rated Torque T

[kN·m]
1,824.706 19.638 9.549 0.106

Rated Power

[kW]
3,000.0 3,000.0 20.0 20.0

표   1  풍력터빈 시뮬 이터 설계 변수

Table 1 Design Criteria for Wind Turbine Simulator

체 시스템 구성도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바람

을 원하는 시간과 조건으로 구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바람 신 모터를 이용하여 로터부를 구동시

키도록 설계하 다. 풍력터빈 로터부는 블 이드의 큰 성

에 기인한 큰 토크를 갖지만 약 20RPM 정도의 속으로 

운 된다. 그러나 모터가 속에서 큰 토크를 생성할 수 있

도록 설계하기 해서는 모터 설계  제작비용이 기하 수

으로 증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터 후단에 1/90 기어비

의 감속기를 사용하여 높은 토크, 낮은 회 속도의 로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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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 다.

감속기 후단은 실제 풍력터빈의 구성과 동일하도록 상태

감시 핵심 부품인 로터, 증속기  발 기를 순차 으로 설

치하 다. 증속기는 일반  풍력터빈과 유사하게 90배 증속

비  2 Planetary + 1 Helical 타입, 발 기는 20kW 용량

이며 최근 3MW 이상 풍력터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

자석형 발 기(Permanent Magnet Generator)를 선정하

다. 한 발 기 성능곡선 내에서 제안된 발 기 토크 제어 

곡선이 치하도록 발 기 앞에 기어비 1/13의 감속기를 추

가로 설치하 다.

3.  제어로직의 설계

풍력터빈 시뮬 이터의 체 구성을 도시한 그림 1 에

서 선의 사각형으로 구분한 윗부분이 시뮬 이터를 실제 

구동하기 한 제어로직 부분이다. 제어로직 부분을 간략하

게 살펴보면, 먼  난류바람을 생성하면 풍속에 상응하는 모

터 토크를 산정하여 모터를 제어하고 한 상응하는 발 기 

토크를 인버터에서 추출하도록 제어한다. 이때 풍력터빈 가

상모델을 사용하여 풍속에 한 로터 토크  동특성을 반

하 으며, 정격에 도달하면 블 이드 피치각을 제어하도록 

설계하 다. 본 장에서는 상기 간략하게 소개한 제어로직의 

설계에 하여 각 구성 부분 별로 보다 상세히 다룬다. 

3.1 난류바람 생성

시뮬 이터 구동을 해서는 우선 풍력터빈에 불어오는 

바람을 모사해야 한다. 국제 기 원회(IEC)는 풍력터빈 

하 해석  인증과 련하여 61400 규정을 제정하 으며, 

이를 기본으로 GL, DNV  한국선  등의 인증사들은 인

증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IEC에서 추천하는 Kaimal 

Model, Von Karman Isotropic Model  덴마크 DTU에서 

제시하여 사용하는 Risø Smooth-Terrain Model을 기반으로 

난류바람을 생성하 다 [6,7]. 규정에는 각 바람 모델의 

PSD(Power Spectrum Density)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기 

때문에 시뮬 이션을 해서는 각 모델의 PSD를 기반으로 

시간 역의 바람으로 변환해야 한다. 

그림 2 바람의 PSD

Fig. 2 Power Spectrum Density of Wind

주 수 역의 바람 모델은 Monte-Carlo 시뮬 이션 기

법을 용을 통하여 시간 역에서의 난류바람 생성하 다. 

난류 바람은 그림 2에 도시된 PSD 조화 항들의 선형 결합

으로 식 (5)와 같이 표  가능하다. 

   
  



sin ,          (5)

  ∆ ,                        (6)

식 (5)에서    는 각각 PSD i번째 진폭  진동수이며 

는 식 (6)을 이용하여 산출 가능하다. 는 [, ] 범

의 랜덤 상각이며 식 (6)에서 ∆는 주 수 간격이다. 식 

(5)  (6)을 이용하여 총 200 로 산출한 시간 역에서의 

풍속은 그림 3에 도시하 다. Von Karman Isotropic 모델의 

난류 강도가 제일 강하며 Risø Smooth-Terrain 모델이 상

으로 난류강도가 제일 작은 것을 찰 가능한데, 이는 

그림 2에서 보면 0.005Hz 이상의 세 가지 바람 모델의 진폭

이 Von Karman Isotropic 모델이 제일 크고 Risø 

Smooth-Terrain 모델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200  바람 생

성시 시간 역에서 찰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0.001Hz 

이하 주 수 역에서 진폭값의 차이는 더욱 크기 때문에 

장기 피로시험 등을 하여 장시간 바람을 생성하는 경우 

주 수 진폭의 차이는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 시간 역에서의 난류바람

Fig. 3 Turbulent Wind in Time Domain

 

3.2 가상풍력터빈모델

3.1 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난류 바람이 발생하면 로터

에서 상응하는 공력토크가 생성된다. 풍력터빈은 제어 역 

Ⅱ에서는 최  를 추종하는 구간이므로 블 이드 피치 제

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풍속이 변하더라도 식 (3)에 의

하여 산출되는 도 일정하다. 따라서 발 기 제어곡선을 기

반으로 식 (7)  식 (8)을 이용하여 로터 회 속도에 한 

토크곡선이 산출가능하며 그림 4와 같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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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난류풍속  WinDS3000 로터 토크 곡선

Fig. 6 Rotor Torque Curve versus wind speed for 

WinDS3000

 


,                    (8)

식 (7)에서    는 증속기 효율을 나타낸다.

(a) Generator Torque Curve (b) Rotor Torque Curve

그림 4 WinDS3000 토크곡선

Fig. 4 Torque Curve for WinDS3000

산출된 로터 토크 곡선에서 제어 역 Ⅱ는 최    추종 

역이기 때문에 블 이드 피치각은 항상 0°이며 식 (3)의 

도 일정하다. 따라서 식 (9)의 토크상수 를 회귀분석법

을 이용하여 산출가능하며, 산출된 토크곡선  WinDS3000 

출력커 를 이용하여 각 바람에서 정상상태일 경우 생성되

는 로터 토크를 그림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측 가능하다.

   

  
                    (9)

그림 5 WinDS3000 로터 토크 곡선

Fig. 5 Rotor Torque Curve for WinDS3000

그림 5의 란색은 산출된 풍속별 토크곡선을 나타내며 

색 선은 회기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2차 회기분석

식이다. 산출된 회기분석식과 원 토크곡선의 상 계는 

99%로 회귀분석식이 원 곡선을 잘 모사함을 찰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난류 바람에 하여 이에 상응하는 토크 곡

선을 산출하여 그림 6에 도시하 다. 

그림 6에 도시된 풍속별 토크는 정상상태에서의 토크이므

로 가상모델은 로터의 동특성이 고려되야 한다. 일반 으로 

기존의 풍력터빈 시뮬 이터는 라이휠을 설치하여 로터의 

동특성을 모사하여지만 [8], 시스템이 복잡해져서 제작 비용

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휠 설치의 목 이 로터

의 성 모사이므로, 로터 가상모델의 용을 통하여 시스템

을 간소화하 다. 

로터의 성 모사를 하여 풍력터빈을 식 (10)과 같은 1 

질량 시스템으로 모델링하면 식 (11)과 같은 달함수가 산

출된다.




   ,              (10)

 

,              (11)

여기서 는 풍력터빈의 등가 성모멘트이며, 는 풍력

터빈의 등가 핑, 는 게인 값이며 이를 기반으로 성시

상수 가 산출되지만 등가 성모멘트  핑 값과 상

없이 식 (2)를 통하여 이미 산출되었다. 그러므로 회귀분석

을 통하여 산출된 공력토크를 식 (11)의 성필터를 통과시

키면 그림 7과 같이 풍력터빈 가상모델에서 풍속에 한 로

터 동특성이 반 된 공력토크가 산출된다.

바람은 순시 으로 변하는 난류특성을 갖지만, 로터에서 

발생하는 토크는 로터의 성에 의하여 시간지연을 갖는 것

을 그림 7을 통하여 찰 가능하며, 이러한 성 때문에 공

력토크가 격하게 변하는 않는 것을 찰 가능하다. 

그림 7 로터 동특성을 반 한 로터 공력토크

Fig. 7 Rotor Torque including rotor dynam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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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 기  모터 토크커  산출

풍력터빈은 일반 으로 시동풍속에서 발 을 시작하여, 

제어 역 Ⅱ에서는 최  를 추종하도록 제어되며, 정격출

력 이상(제어 역 Ⅲ)에서는 인버터에서 식 (12)을 이용하여 

일정하게 출력을 유지하며 피치제어를 수행하여 공력토크 

감  기계  하 을 감한다 [9].  

                   

 


                  (12)

최    추종구간에서는 WinDS3000 로터 토크곡선을  

식 (2)~(4)을 이용하여 시뮬 이터의 로터 토크 곡선으로 환

산 가능하며 정격출력 이상에서는 식 (12)를 용하여 환산

가능하다. 환산된 로터 토크곡선을 기어비, 기어박스 효율을 

고려하여 발 기 토크곡선으로 변환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시뮬 이터 발 기 회 속도  토크곡선

Fig. 8 Generator Torque-Speed Curve of Simulator

이 게 산출된 발 기 토크곡선은 증·감속기 기어비  

효율을 고려하면 다시 그림 9 좌측에 도시된 회 속도별 모

터 토크로 환산 가능하며 출력곡선을 이용하여 그림 9 우측

에 도시된 풍속별 토크로 환산 가능하다. 

그림 9 시뮬 이터 모터 토크 곡선

Fig. 9 Motor Torque-Speed Curve of Simulator

3.4 피치제어기

3.3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정격출력 유지 역(제어 역 

Ⅲ)에서 기  제어측면에서 인버터는 식 (12)와 같이 출력

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를 수행하며, 기계  측면에서 

블 이드 피치제어를 통하여 하 을 감하고 일정한 회

속도를 유지하도록 제어된다. 실제 풍력터빈 정격출력 유지

역에서 풍력터빈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각 작동 에서 

상태방정식을 선형화하고 이에 한 제어상수를 추출하여 

게인 스 쥴링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격출력 유지 역에서 

실제 풍력터빈은 각 풍속에서 피치각  PI게인값에 한 정

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WinDS3000 블 이드 

공력형상 정보의 부재로 인해 게인 스 쥴링은 수행하지 않

고 각 풍속별 블 이드 각도만 그림 10과 같이 룩업 테이블

을 이용하여 제어되도록 설계하 다. 피치 제어기는 정격출

력 유지 역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발 기가 20kW 이상 

출력하는지를 감시하다가 출력이 20kW를 넘어가는 경우 발

기 회 속도를 기 으로 피치각을 조 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10 피치 제어기 제어곡선

Fig. 10 Control Logic for Pitch Controller

4. 시  험

그림 11에는 개발한 풍력터빈 시뮬 이터를 도시하 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제어로직 검증을 하여 시뮬 이터 회

속도를 증가시키며 제시된 제어로직을 실제로 추종하는지

를 확인하 다. 그림 12(a)에서 왼쪽 축은 발 기 토크를 나

타내고 오른쪽 축은 피치각을 나타낸다. 발 기가 제시된 

기 곡선을 잘 추종하는 것을 찰할 수 있으며 각 제어

역에서 설계치 로 제어됨을 찰 가능하다. 한 정격이하 

구간에서는 피치제어를 수행하지 않다가 정격출력 유지구간

에 진입하면 피치제어를 기 에 의거하여 잘 수행하는 것을 

찰 가능하다. 한 그림 12(b)의 발 기 출력 곡선에서 도

시된 바와 같이 안정 으로 출력이 증가되어 정격까지 올라

가는 것을 찰 가능하다. 

그림 12(b)에서 100 에서 110  사이에 발 기 회 속도

가 변하는 것을 찰 가능한데 이는 인버터  피치제어

기가 정격출력을 유지하기 하여 안정 으로 제어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모터 토크를 가변하 다. 모터토크가 정격

출력 유지 구간에서 가변되는 경우 그림 12(a)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회 속도에 반비례하여 토크가 생성되며, 룩업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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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kW 풍력터빈 시뮬 이터

Fig. 11 20kW Wind Turbine Simulator

(a) Generator Torque/Pitch Angle versus Generator speed Curve

(b) Generator speed/power curve

그림 12 제어기 검증

Fig. 12 Verification of proposed control logic

이블에 따라 블 이드 피치각이 변함을 찰 가능하다. 이

에 따라 발 기 회 속도  토크는 변하지만 출력은 일정

으로 생성됨을 그림 12(b)를 통하여 찰 가능하다. 이상

으로부터 최    추종구간에서 모터 토크 곡선  발 기 

토크 곡선이 정확히 산정되었으며 정격출력유지구간에서도 

설계된 제어기가 안정 으로 작동하는 것을 찰 가능하다. 

따라서  제어 역에 하여 풍력터빈 시뮬 이터는 실제 

풍력터빈의 토크제어  피치제어를 모사 가능함을 찰 가

능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kW 풍력터빈 시뮬 이터를 제작하 으

며, 실제 풍력터빈의 다양한 운 조건 모사를 하여 시뮬

이터의 토크 제어를 수행하 다. 이를 하여 바람 PSD를 

기반으로 시간 역의 난류 바람을 생성하 으며 가상 풍력

터빈 모델 용을 통하여 로터의 동특성을 고려한 로터 토

크를 산출하 다. 이를 기반으로 WinDS3000과 상사성을 이

용하여 발 기 토크 곡선  모터 토크 곡선을 생성하고 시

뮬 이터에 용함으로써 최종 으로 제시된 제어로직이 안

정 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개발된 시뮬 이

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하 조건에서의 신호를 취득하고 이

를 기반으로 상태감시, 이상진단  수명 지 알고리즘을 개

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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