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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풍력발전기는 빠르게 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이지만, 조기 부품 파손 등의 문제 때문에 운전 

및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수뿐만 아니라 크기가 증가하고 연안에 설치되는 

해상풍력발전기가 증가함으로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풍력발전기 

상태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결함 중 증속기 결함 

발생비율은 작지만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운전정지

시간이 제일 큰 결함이다(1). 따라서 증속기의 결함

을 지능적으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풍력발전기 

상태모니터링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있어왔다(2-4).
본 논문에서는 증속기의 입·출력축에서 측정한 

가속도를 회전속도에 따라 샘플링하여 회전속도

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보상하고, 이를 자기회기(au
to-regressive, AR)모델의 계수로 변환한 다음 은닉

마르코브모델(hidden Markov model, HMM)로 증속

기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2)을 실제 작동중인 3 
KW급 풍력발전기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2. 증속기 모니터링 시스템

증속기는 3단 증속기로 1, 2단은 유성기어, 3단은 

스퍼기어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증속비는 94.93이
다. 증속기 진단을 위해서 증속기 입·출력축의 상하

/좌우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입력축 베어링 

하우징에 2개의 저주파가속도계(MEGGITT사 799
LF)를, 출력축에는 2개의 고주파가속도계(AREVA
사 ASH426)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4개의 가속도 

신호는 NI사의 cRIO-9022에 설치된 AD변환기(NI9

234)로, 입력축에 설치된 엔코더 신호(512 펄스/회
전)와 풍력발전기 제어부로부터 수신되는 발전 O
N/OFF 신호는 디지털입력기(NI9411)로 측정하였

다. 측정된 데이터는 LAN으로 연결된 지상의 풍력

발전기 제어 및 모니터링룸에 설치된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는 풍속과 풍량에 따라 

회전속도(1차 order)가 수시로 변하며, 실제 장착된 

증속기의 결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함모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지능적 증속기 

모니터링의 어려운 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회전속도 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엔코더 신호의 

상승단/하강단을 트리거 신호로 사용하여 가속도 

신호와 발전 ON/OFF 신호를 입력축 1회전할 때마

다 1024번 샘플링하여 주파수 분석을 하지 않고 

order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상운전모델만으로 결

함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AR-HMM 기법을 사용하

여 결함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정상운전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였다. 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NI 
Labview로 프로그래밍하였고, 그 화면은 Fig. 1과 

같다. 약 20번 회전하는 동안 측정하여 1회전 할 

때마다 이전의 4.88번 회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

단하였다. 화면 우측 상단 4개의 그래프들은 20회
전동안의 가속도 신호를 하단 그래프들은 블레이

드 회전속도(RPM)와 발전 ON/OFF(1/0) 신호를 보

여준다. 진단한 결과 중 한번이라도 결함이라고 

판정이 나면 화면 왼쪽 상단 적색 둥근LED가 점등

되도록 했으며, 그 밑에 초록색 사각LED는 현재 

진행과정(측정/완료/저장/진단/대기)을 알려준다. 
그 밑에 몇 회전을 측정할 것인지, 측정/진단이 

끝난 다음 몇 분후에 다시 측정/진단을 할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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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입력창이 있고, 그 밑에는 측정된 신호를 

저장한 데이터의 경로 및 파일명을 표시하였다.

Fig. 1 Screen of monitoring program

3. 모델학습 및 진단 결과

증속기 입력축이 5~15 rpm 사이로 회전하는 133
개의 데이터로 정상운전 HMM을 학습시킨 후, 학
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단하였다. Fig. 2는 학습에 사용한 한 데이터의 

가속도, RPM, 발전 ON/OFF 신호이고, Fig. 3은 

진단결과이다. RPM이 바뀌면서 가속도 신호가 크

게 바뀌지만 정상운전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학습모델을 실제 적용한 결과 정상적인 운전상

태를 잘 판단하고 있다. Fig. 4와 5는 실제 적용한 

결과 중 하나인데 7.2 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12.2회전 후 발전 ON상태에서 발전 OFF상태로 

상황이 바뀐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였다.

Fig. 2 Acc./RPM/generation signals for training HMM

Fig. 3 Diagnosis results about Fig.2

Fig. 4 A acc./RPM/generation signals  during  on-line 
monitoring

Fig. 5 Diagnosis results about Fig. 4

4. 결론

풍력발전기 증속기가 정상 운전할 때 취득한 

데이터의 HMM으로 실제 운전 중인 증속기 적용하

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정상운전과 발전하

고 있는 않는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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