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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renewable resource are getting more attentions with increased concerns on the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several environmental issues like emission problem. Wind power is a representative option among several renewable 

sources and the generation capacity using wind power is being increased.

However, the wind generation is so volatile on its output characteristic, so it is required to assess the grid impact of 

wind power generation by measuring the fluctuation effect more precisely. This paper proposes the method for measuring 

the generation output according to IEC 61400-21(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power quality characteristics of grid 

connected wind turbines) to assess the power quality of wind turbine generation. 

In addition, it shows an application case to a small-scale wind power generator. In the case study, it suggests a 

structure design of the proposed measurement instrument both on hardware and software aspects, which is composed of 

a remote monitoring & data analysis program and an FPGA based real-time signal process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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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원유로 표되는 화석연료의 한계와 환경문제에 한 인

식 그리고 1997년 12월 체결된 교토 의정서에 의해 지구 온

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 한 세계 인 배출규제로 많

은 국가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을 하여 신재생 에

지에 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의 신재생 에 지

는 시범 인 운 이나 독립 인 원으로 활용되었으나, 최

근 들어 실제 계통에 연계되고 있는 풍력발 기는 시설 

수뿐만 아니라 단  발 용량도 증가하는 추세로 체 계통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확 되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발 기는 풍량의 변화에 따라서 발 량이 변동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연계 계통의 안정 인 운 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 계통에서 풍력발 량이 차지하는 비율

이 증가할 경우 풍력발 에 한 정확한 감시·제어가 필요

하며, 원으로서의 성능 평가가 요하다[1-3].

특히 국내에서도 2010년 6월에 지식경제부는 기 원회

를 통하여, 력계통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20MW 이

상 신규 신재생발 기(단지포함)의 경우 계통운 자가 운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구축  일정수 의 

기품질을 유지와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

도록 하고 있다. 과거의 풍력발 기는 각 제작사와 제조국

의 기 에 따라서 감시·제어  통신 규약이 달랐으나, 최근 

들어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풍력발 기에 한 표 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4-7].

본 논문에서는 계통 연계 풍력 발 기의 력 품질 계측

과 평가를 한 IEC 61400-21 (Edition 2.0) 규격에 하는 

계측방식과 신뢰성 있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한 계측 

모델을 구 하 다. 한 계측 모델은 FPGA 기반의 데이터 

취득부와 계측된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한 로세서부 

그리고 Ethernet 통신을 이용한 원격지 감시·분석 로그램

으로 모듈화된 각각의 구조와 동작방식을 제시하 다.

2. IEC 6 1 40 0 -21  표

IEC 61400-21 Edition 2.0 표 은 계통 연계형 풍력 터빈

의 출력 품질 특성에 한 측정  평가에 한 내용을 명

세한 것으로 2008년 8월에 제안되었다. 해당 규격에는 계통 

연계 풍력 터빈의 력 품질 특성을 나타내기 해 결정되

어야 할 정의  사양, 특성을 측정하기 한 측정 차 그

리고 풍력 터빈이 집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배치될 때, 그 풍

력 터빈 형식으로부터 기 되는 력 품질의 평가를 포함한 

력 품질 요구 사항에 따른 평가 차 사항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7].

다음의 그림 1은 IEC 61400-21에서 제안한 계측 시스템

의 구성 요소를 도시한 것이다. 기본 인 구성은 풍속을 계

측하기 한 풍속계(Anemometer)와 발 기의 출력을 계측

하기 한 변류기  변성기로 구성되며, 해당 트랜스듀서는 

신호 처리회로(signal conditioning)와 역필터(low-pass 

filter) 그리고 최소 12 비트 이상의 해상도를 갖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analog-digital converter)로 계측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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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 시스템의 기본 인 구성요소

Fig. 1  Assumed elements of measurement system

다음의 표 1은 의 그림 1과 IEC 61400-21에서 제안된 

기본 인 계측 요소( 압, 류, 풍속 ADC 변환기)들의 사

양과 요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계측

요소

요구 정확도

 오차

허용 규격

는 표
해당 장치

변성기 Class 1,0 IEC 60044-2 PT, VT

변류기 Class 1,0 IEC 60044-1 CT

풍속계 ±0,5 m/s
IEC 61400-12-1 

(as a guidance)
Anemometer

신호처리  

ADC

1 % of full 

scale
IEC 62008

ADC, Filter,

Signal 

Conditioner

표  1  측정 장치의 요구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measurement

상기 계측 요소로부터 압, 류 신호를 계측하기 한 

표본화 주 수는 채 당 최소 2kHz, 고조 (harmonics)와 

고주 수 성분(higher frequency components)을 측정하기 

해서는 채 당 최소 20kHz 이상의 설정이 필요하다. 한 

풍속(wind speed) 신호의 표본화는 1Hz 이상의 속도를 유

지한다.

항목 고조 비정규 고조 고주 수 성분

계통 주 수 



 

× 

  

×  
 

  

[kHz]

차수 는 

범  

= 2, 3, 4, ... 

, 49, 50

≤≤ 

= 1, 2, 3, ... , 

38, 39

≤≤ 

= 2, 3, ... , 

7, 8 = ,

≤ ≤   이면,

=1, 3, 5, 7, 9 

(odd)

조건 는 60Hz→3kHz

50Hz→2.5kHz

단, <  

2.0kHz 이다.

2.1kHz, 2.3kHz, 

... , 8.9kHz

표  2 류신호 분석 항목

Table 2 Analysis components of output current

변성기를 이용한 류신호의 고조 (harmonics), 비정규 

고조 (interharmonics) 그리고 고주 수 성분(higher 

frequency components)을 분석하기 하여, 고조 는 계통 

주 수의 50배 차수, 비정규 고조 는 2kHz 역까지 그리

고 고주 수 성분은 2kHz~9kHz 역의 신호를 분석한다. 

표 2는 류신호의 분석을 한 각 항목을 수식으로 나타

낸 것이다. 계측된 압, 류 신호의 분석은 0.2 간 취득

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즉, 계통 주 수가 50Hz 인 경우 10 

주기, 60Hz 인 경우 12 주기의 취득 데이터를 분석하여 

력품질을 평가한다.

3. 구 된 실시간 계측장치 구조

3.1  실시간 계측장치의 하드웨어 구성

풍력발 기의 평가를 한 IEC 61400-21 표  실시간 계

측 장치는 발 기 출력 압  류 계측부, 풍향․풍속 계

측부로 구성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모듈과 계측된 정보의 

처리를 한 컨트롤러 장치 그리고 계측된 정보의 분석과 

리를 한 원격지 서버장치로 각각 구성된다.

다음의 그림 2는 구 된 계측장치 하드웨어의 구조와 상

계를 나타낸 것이다. 발 기의 출력 신호는 압, 류 

트랜스듀서(transducer)와 ADC를 비롯한 DAQ 모듈로 구성

되는 FPGA 인터페이스에서 각각의 신호가 시간 결정 인

(time-critical) 로그램 루 를 통하여 실시간 계측된다[8].

그림 2 구 된 계측 장치의 구조  상 계

Fig. 2 Hardware and correlational structure

계측 표본화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인

터페이스에 내장된(Onboard clock) 40MHz 신호에 동기화 

되어 각 채 의 신호를 동시에 처리한다. 이는 상 의 임베

디드 컨트롤러나 기타 외부의 장치들과 무 한 독립 인 시

간 결정성(time deterministic)을 갖는 신호로 정확한 신호의 

계측을 수행한다.

다음의 표 3은 구 된 장치의 실시간 계측값과 구성 모듈

의 하드웨어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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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모듈/장치
품명 사양 비고

로세서

처리장치

cRIO-9

022

Real-Time 

Controller(533MHz PPC) 256 

MB DRAM, 2 GB Storage

Wind 

River 

VxWorks

(RTOS)
cRIO-9

116

8-Slot, Xilinx Virtex-5 

LX85(FPGA)

풍향, 풍속

MCT-

TX

350

풍속 : 0~70.0, 해상도 : 0.1 [㎧]

풍향 : 0~359, 해상도 : 0.1 [deg.]

Resolver Sensor

통신 규약 : NMEA0183 (ASCII)

RS485, 

9600bps

갱신주기 : 

0.5 [Sec]

압
NI 

9225
300Vrms 1.613~50.0kS/s, 

24bit

DC Coupling

앨리어스 

방지 필터 

내장류
NI 

9239
±10V

회 속도
엔코더 

없음

×



  : 극수,   : 회 수 [rpm]

  : 출력단 

압의 

주 수

부하각
FPGA

LUT

 FPGA : 치차(teeth) 신호의

         펄스입력 변환

 입력 : NI 9411

  (DI, 2MHz/500ns, ±5~24 V)

 출력 : NI 9263

  (AO, ±10V, 100 kS/s, 16bit)

정격 

주 수 

출력

통신
컨트

롤러

Ethernet(TCP/IP, UDP  

FTP), RS485

계측 정보 

송  

제어

기타
부가

기능
원  통신 이 화 지원

계측 일 

임시 장

표  3 구 된 장치의 계측값과 구성 모듈

Table 3 DAQ variables and specification of measurement

계측된 신호는 실시간 임베디드 컨트롤러와 FPGA 인터

페이스 간의 DMA FIFOs를 통하여 고속으로 정보를 송

한다. 압, 류 계측 표본화 속도에 따라서 컨트롤러의 

DMA FIFO 근 주기가 변경되며, 다음의 표 4는 ADC 모

듈의 표본화 속도에 따른 DMA FIFO의 크기와 처리 속도

를 비교한 것이다.

표본화

속도[kHz]

주 수

[Hz]

주

기

계측

시구간

채 당

표본개수

DMA FIFO  

송데이터 크기

50.0
60 12

0.2

10,000
60000

50 10 (× 64bit = 480kb)

25.0
60 12

 5,000
30000

50 10 (× 64bit = 240kb)

10.0
60 12

 2,000
12000

50 10 (× 64bit = 96kb)

2.50
60 12

  500
3000

50 10 (× 64bit = 24kb)

ex.) 2.50 60 26 0.6  1,500
9000

(× 64bit = 72kb)

표  4 표본화 속도에 따른 FIFO  송 데이터 크기

Table 4 FIFO and transferred data size for sampling 

frequency

풍력발 기의 자원인 풍향과 풍속은 FPGA 인터페이스의 

계측데이터를 리하는 상  실시간 임베디드 컨트롤러 장

치의 직렬통신 포트를 통하여 수집된다. 풍향․풍속 계측정

보는 NMEA0183 통신규약의 ASCII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 임($WIMWV,180.00,R,30.5,M,A*2D)이 송된다. 

풍향․풍속계의 데이터 송은 RS485 방식으로 0.5  단

로 당 2회 계측된 정보를 갱신한다. 풍향․풍속의 데이터 

임 구성은 “$” Start Byte, “WIMWV,” 풍향풍속 태그, 

“180.00” 풍향값(deg.), “,R,” 풍향 구분기호, “30.5” 풍속값, 

“,M,A” 풍속 구분기호, “*” Data End, “2D” 임 완료형

식으로 송된다.

실시간 임베디드 컨트롤러는 FPGA 인터페이스와 DMA 

FIFO를 통하여 계측된 압, 류 정보를 수신하며, 직렬통

신 포트로 수신되는 풍향․풍속 정보를 수집한다. 컨트롤러

는 계측된 정보의 수집과 리를 하여 2개의 데이터 처리 

루 로 동작한다. 해당 루 는 각 0.2  시구간 동안 압, 

류 신호  0.5  간격으로 수신되는 풍향․풍속 계측 

값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각 시구간 처리 루 를 별도로 

구분하여 시분할 처리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구 된 

장치는 짧은 시구간을 갖는 처리 루 에서 두 종류의 데이

터를 처리하도록 하 다.

3.2 실시간 계측장치의 소 트웨어 구성

다음의 그림 3에 발 기의 출력단자 압과 류를 계측

하는 FPGA 모듈의 ADC 표본화 처리 로그램의 런트 

패 을 표본화 주 수 50.0kHz, 25.0kHz 그리고 2.50kHz로 

설정한 실행화면을 나타냈다.

그림 3 FPGA DAQ 런트 패

Fig. 3 Front panel of FPGA DAQ

다음의 그림 4는 상기 실행된 런트 패 의 코드 구성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압, 류 신호는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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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모듈의 표본화 처리 사양에 따라서 채 당 동시 표본화

(simultaneous sampling)로 최  50kHz의 처리속도를 갖는

다.

그림 4 FPGA DAQ 블록 다이어그램

Fig. 4 Block diagram of FPGA DAQ

구성된 압, 류의 계측부는 각 모듈에 동일한 표본화 

주 수의 설정과 기화 그리고 동일 처리 구간에서 배열 

형식의 데이터로 DAM FIFO에 기록한다. 설정된 FIFO는 

연계된 실시간 컨트롤러로 데이터를 달하는 단방향으로 

블록단 의 데이터를 송한다. FPGA에서는 DMA FIFO의 

메모리 확보를 확인하고 연계된 컨트롤러에서의 데이터 

근 후 계측된 값을 달한다.

다음의 그림 5와 그림 6은 FPGA 계측모듈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DMA FIFO를 통하여 근하고 원격지의 서버로 데

이터를 송하는 실시간 임베디드 컨트롤러의 실행화면과 

코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에 나타난 설정은 표본화 속

도 2.5kHz/s, 표본화 시구간 0.6 , 채 당 표본화 개수 

1,500개 그리고 총 9,000개의 데이터 행렬 처리과정을 나타

내며, Ethernet 통신을 이용한 송 데이터의 바이트(byte) 

크기가 72,000kb(9000ea×64bit/8bit)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실시간 컨트롤러의 런트 패

Fig. 5  Front panel of Real-Time controller

실시간 임베디드 컨트롤러는 Ethernet 통신의 TCP 할당 

포트를 감시하여 원격지의 속 요청을 기다린다. TCP를 

통한 원격지 속 후 압, 류 신호 계측을 한 FPGA 

인터페이스를 기화 하고 설정된 표본화 속도로 표본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후 FPGA 인터페이스는 상  컨트롤러

와는 독립 으로 동작하며, DMA FIFO를 통하여 계측된 정

보를 달한다. 컨트롤러 태스크에서는 DMA FIFO에 근

하여 할당된 크기의 데이터를 TCP 포트를 이용하여 원격지

로 송한다. 해당 태스크에서는 DAM FIFO의 상태(FIFO 

empty/full 등)와 TCP 통신의 오류를 검사하여 오류가 발생

할 경우 오류확인 후 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림 6  실시간 컨트롤러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6  Block diagram of Real-Time controller

한 RS485 직렬통신을 이용한 풍향․풍속 계측값의 수

신을 해, 해당 태스크에 시리얼 포트에 한 수신과 데이

터 임 처리를 한 싱(parsing) 처리를 수행한다. 수

신 임 는 통신상에 일시 인 오류 발생 시 이 에 수

신된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한 버퍼(shift register)를 별도

로 설정했다.

4. 검증  운용

구 된 계측 장치의 성능 평가를 해 300W  시험용 풍

력발 기를 상으로 계측과 분석을 수행했다. 다음 그림 7

은 구 된 장치의 검증  운용을 하여 상 풍력발 기

의 구조와 측정  그리고 계측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

용 풍력발 기는 3상 구 자석형 동기발 기(PMSG)이며 

발  출력은 다이오드  정류회로에 의하여 직류 압으

로 변환된다.

그림 7  구 된 장치의 검증  운용

Fig. 7  Diagram of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변환된 직류 출력은 배터리의 병렬 충 을 리하는 력

분배장치(isolator)에 의하여, 정격 DC 12V인 1차 배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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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백업 배터리로 발 량을 충 한다. 부하측은 정격 AC 

220V, 60Hz이며, DC/AC PWM 인버터를 이용하여 력을 

공 한다.

그림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계측 신호는 발 기 출력 단

자의 선간 압, 상 류 그리고 풍향과 풍속 정보를 계측하

며, 블 이드의 회 속도는 출력 압 신호의 주 수를 환산

하여 처리한다. 다음 표 5는 계측 상 풍력 발 기의 사양

을 나타낸 것이다.

정격 출력 300 W 날개 직경  2.6 m

정격 풍속 8 m/s 배터리 용량 12V100Ah

정격 회 수 400 rpm 최  풍속 3 m/s

정격 출력 압 12/24 V 작동 풍속 3~25 m/s

최 출력 450 W 최  풍속 40 m/s

결 선 △ 극 수 8극

표   5  풍력 발 기 사양

Table 5  Specification of wind turbine generator

다음 그림 8과 그림 9는 Ethernet 통신을 이용하여 원격

지의 계측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

하는 로그램의 실행화면과 동작 코드를 나타낸 것이다. 

계측 데이터 수집  분석 로그램은 분석 시구간 는 설

정된 데이터의 크기 만큼의 계측값을 수신하여, 해당 값을 

장하거나 분석한다. 그림 8에 보인 로그램은 원격지에 

있는 계측장치의 IP 주소와 해당 포트에 근하여 계측된 

정보를 수신하며, 수신된 정보는 풍향․풍속  압, 류

가 상별로 구분된 순시값으로 처리한다.

그림 8 데이터 수집·분석 로그램의 런트 패

Fig. 8 Front panel of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발 기 회 속도는 엔코더(encoder) 출력 신호를 디지털 

입력 모듈로 계측하여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상 발 기에는 엔코더가 없으므로 출력 압 Vab의 주

수와 발 기의 극수(8극) 계식으로 회 속도를 계산했다. 

각 계측 신호에 한 주 수 스펙트럼 분석으로 기본 주

수와 고조   고주 수 그리고 THD 계산 값 등을 각 입

력 채 별로 병렬처리하며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그림 9  데이터 수집·분석 로그램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9  Block diagram of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표본화 신호의 분석시 사각 도우 함수(rectangular 

window function)가 기본으로 설정되지만, 풍량에 따른 출

력 신호의 변화에 응하기 해 복수개의 도우 함수를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신된 계측 값은 동기

화된 시각 신호를 기 으로 1분(60 ) 동안 연속 인 순시

값이 이진형식(binary)으로 장된다. 2.5kHz와 25kHz의 표

본화 속도에 따라서 1분당 기록되는 일의 크기는 각각 

7Mbyte와 70Mbyte의 크기를 갖는다. 한, 상시 계측정보

를 장할 경우 데이터 일의 용량과 처리에 따른 부담이 

이기 하여 운용자가 설정한 출력 는 주 수에서 자동

으로 계측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5 . 결  론

신재생에 지에 한 심의 증가로 풍력에 지를 이용하

는 발 설비의 수요와 용량이 진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 계통에서 차지하는 비 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풍량

에 따라서 발 량이 변하는 가변 원특성은 연계된 계통의 

안정 인 운 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풍력발 기의 운  

감시와 발 량 제어  평가를 한 정확한 계측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연계 풍력발 기의 력품질 평가를 

한 IEC 61400-21 표 과 실시간 계측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소형 풍력발 기에 용함으로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계측 모델을 구 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지 감시 분석 로

그램, 실시간 데이터 처리 모듈 그리고 FPGA 기반의 신호 

계측 장치로 각각 구분된 분산처리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구조를 제안했다.

구 된 장치를 기반으로 계측 정보의 압축 처리 기술, 빠

른 처리속도 확보  반복 인 연산과 상  컨트롤러의 부

담을 이기 한 FPGA 연산 활용에 한 개선이 필요하

다. 한, 단일 풍력기 뿐만 아니라 풍력단지의 연계 특성 

평가를 한 GPS 동기화 그리고 풍력발 설비의 감시와 제

어를 한 IEC 61400-25(Wind Turbines - Part 25: 

Communications for monitoring and control of wind 

power plants) 규약에 하는 통신방식을 채용함으로서 활

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9,10]. 끝으로 기  

신호뿐만 아니라 블 이드, 로터, 터빈과 같은 회  기기들

의 기계  특성을 동시에 분석하거나 활용해서 효율성을 증

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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