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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transient torque estimation method of a generator by full state observer 

algorithm with the modeling of wind turbine system as a 1-mass. Through this study it is demonstrated 

that transient torque on the blade side can be observed effectively. Under the abnormal conditions such 

as axis alignment errors of the drivetrain and torsional vibration of the gearless type PMSG wind 

turbine can be estimated effectively.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e performance of transient 

torque estimation with full state observer.

기 호 설 명

 : 블레이드 토크[N·m]

 : 발전기 토크[N·m]

 : 외란 토크[N·m]

 : 타워 효과 구현 토크[N·m]

 : 블레이드 관성[kg·m2]

 : 발전기 관성[kg·m2]

 : 발전기 회전 속도[rad/s]

 : 발전기 각위치[rad]

1. 서 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풍력 발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와 함께 발전기 감시 및 모니터링 기술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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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발전기 및 축 구동계의 각 요소지점에 진동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된 신호의 분석을 통해 회전계를 모

니터링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풍력 발전

기의 속도나 진동 모니터링 이외의 블레이드 토크는 엔코

더 등의 속도 센서 부착이 곤란하거나 토크 센서는 고가이

고 정밀하지 못한 편이며 센서의 개수가 많을수록 관리하

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 회전체의 블레이드 토크에 의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발전기 회전 속도 센서를 이

용한 블레이드 토크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즉 풍속 변동이 심한 경우 입력되는 블레이드 토크에 불규

칙한 펄스 성분이 생겨 토크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워 효과

와 같은 주기적 펄스 성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블레이드 토크를 발전기에 장착된 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전차원 관측기로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기존에 전동기 시스템에 적용되어왔던 관측기를 풍력 발

전기에 적용함으로써 복잡한 수식의 변경 없이 전동기에서 

발전기로 비교적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 풍력 발전기에 기 

부착된 속도 센서 (주로 엔코더)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

의 센서 부착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본 논문은  전차원 관측기를 통하여 블레이드의 과도상

태를 효과적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매트랩/시뮬링크 시뮬레

이션으로 증명하였다.



2. 시스템 모델링

2.1 풍력발전기 구동계의 모델링

  

풍력 발전기를 1관성계 모델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또한 축 구동계에 별도의 외란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블레이드 토크와 발전기 토크가 주된 요소라고 본다면 (1)

과 같은 토크 방정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회전계의 관성 J는 

블레이드의 관성과 발전기 관성의 합으로 표현되며 결과적

으로 회전속도 는 블레이드 입력 토크와 발전기 부하 

토크의 차에 의해 (3)과 같이 결정된다.[1]

  

그림 1. 1관성계 풍력발전기의 간략화된 모델링

   


  (1)

     (2)

 
      (3)

또한 각위치의 미분은 속도이고 블레이드 토크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매우 느리다고 가정한다면 (4), (5)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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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2 급변하는 외란 존재 시 토크에 미치는 영향

바람이 불게 되면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가 타워를 스쳐 

지나갈 때 바람의 속도가 감속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타워 효과라 한다. 이는 출력 토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출력되는 토크는 블레이드의 개수와 비례하는 주기적인 리

플을 가지게 되며 리플 성분의 크기는 블레이드의 형상 및 

타워 형태와 관계가 있다. 그림 2의 (b)와 (c)는 타워 효과

가 블레이드의 형상에 따라서 보여주는 토크의 형태이다. 

는 바람으로부터 블레이드에 전달되는 토크이며 

는 블레이드가 타워를 스치고 지나가며 감쇠되는 토

크량이며 블레이드 개수, 회전 속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항이다. 주기적인 리플을 램프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정현파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크기와 폭도 

블레이드의 정보에 따라서 결정되어 진다.[2]

   (a)

   

(b)                           (c)

그림 2 타워 효과를 고려한 토크 리플 모델

(a) 3블레이드 풍력 터빈 (b) 램프 형태 (c) 정현파 형태

또한 에는 타워효과 외에도 급작스러운 돌풍과 같

은 비주기적 스텝 함수 형태의 외란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와 같이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리

플 또는 외란을 로 모델링 할 수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란 토크는 발전기의 

시스템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며 이는 속도 출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입력된 속도와 각위치로부터 블레이드 토크에 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전차원 관측기로 표현하기 

위하여 (1), (4), (5)으로부터의 상태 방정식은 (6) ~ (9)와 

같다.



그림 3. 전차원 관측기를 포함한 1관성계 발전기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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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레이드 토크 추정을 위해 제안된 전차원 

관측기 설계 

상태 변수를 추정하여 관측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전차

원 관측기와 축소 차원 관측기가 있고, 전차원 관측기의 경

우 (10)과 같이 (6)의 시스템의 방정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여기서 는 x의 추정치를 나타내고 L은 오차를 보상하는 

이득 행렬이다. 발전기의 모델링과 (10)의 상태 방정식으로

부터 관측기를 구성하면 (11)과 같다.

                           (10)

                (11)

   

발전기 토크와 측정된 위치 정보로부터 블레이드 토크를 

검출하는데 있어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에서 안정된 특성을 

갖는 관측기의 극점 L을 안정된 수렴 값을 갖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므로 오차 방정식   으로부터 표현된 특

성 방정식 (12)를 이용하여 이득행렬 L을 구할 수 있고, 이

를 (13)과 같이 s에 관한 3차 방정식으로 풀면 이득 행렬 

L값은 (14)~(16)과 같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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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득 행렬 L은 시뮬레이션 수행 시 그림 4와 같이 

PID 제어기로서의 물리적인 형태로 변형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득행렬 K로 바뀌며 이득행렬 K는 (17) ~ (19)와 같다. 

이 때 K로서 표현되는 이득행렬은 각각 은 미분 제어기, 

는 비례 제어기 그리고 는 적분 제어기와 유사하게 

이득을 설정 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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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차원 관측기 시스템의 물리적 이해

                                            (17)


                                        (18)

                                          (19)

시뮬레이션을 통한 증명을 위하여   (삼중

근)인 임계 값으로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 하였다.



4. 시뮬레이션

4.1 매트랩/시뮬링크 모델링 설계

시뮬레이션은 2MW급 영구자석 동기 발전기의 파라미터를 

사용한 모델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앞 절의 설계를 토대

로 매트랩/시뮬링크로 설계된 1관성계 풍력 발전기 시스템 

및 시스템의 전차원 관측기가 그림 5에 표현되었다. 전차원 

상태 관측기를 실험 환경에서 구현할 때에는 아날로그 신호

가 아닌 이산 신호를 받아들이며 동시에 이산 신호를 출력

하게 되므로 실제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전차원 상태관측기

의 동작 시점을 샘플링 주기에 동기되어 동작하도록 z-변환

하여 디지털 모델로 구현하였다.

그림 5. 전차원 상태 관측기의 디지털 모델

시뮬레이션에서 값에 의해 결정되는 관측기의 주파수 

대역폭은 속도 제어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폭보다 3~5배 사

이로 충분히 커야 하므로 속도제어기의 주파수 대역폭 

31.4[rad/s] 보다 약 5배 큰 150[rad/s]를 적용하였다.

타워 효과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하여 토크가 정현파

의 형태로 정상상태보다 일정 비율만큼 감소하도록 시뮬레

이션 블록을 구성하였으며 타워의 블레이드 토크에 대한 

영향은 정상상태 토크의 10%로 설정하였다.[6]

4.2 시뮬레이션 결과

전차원 관측기의 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블레이드 토

크를 스텝 지령으로 인가하고 오버슈트(Overshoot)가 10% 

미만으로 생기도록 값을 수정하여 그림 6과 같이 관측기

의 동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7은 발전기 속도를 

전차원 관측기로 본 파형이며 블레이드 토크가 스텝으로 

변하는 1초 지점을 확대하여 보면 속도 동특성 역시 관측

기가 빠르게 추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향후 축

소차원 관측기로 구성할 경우, 발전기 속도와 함께 블레이

드 속도를 함께 관측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타워 효과를 

고려한 블레이드 토크의 관측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그

림 8과 같이 타워 효과가 적용된 블레이드 토크를 효과적으

로 추정하는 관측기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6. 블레이드 토크 과도상태 동특성

그림 7. 블레이드 토크 급변 시 추정된 발전기 속도

그림 8. 타워효과를 고려한 블레이드 토크 추정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풍력 발전기 구동 시스템을 1관성계로 

모델링하여 발전기의 과도 상태 시 블레이드 토크 추정

에 전차원 관측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관측기

의 동특성을 매트랩/시뮬링크로 증명하였다. 또한 타워 

효과를 모의하여 전차원 관측기를 통한 블레이드 토크를 

추정하였다. 관측기 설계 시 블레이드 토크를 추정하기 

위한 제어기의 물리적 형태를 PID 제어기 형태로 모델링 

할 수 있고,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도록 극점을 배치 시키

는 이득(gain)을 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풍력 발전기 시스템의 2관성계 모

델을 통한 축소차원 관측기를 설계하여 과도 상태 시 2

관성계 시스템의 발전기 토크와 블레이드 토크 및 속도

의 동특성을 매트랩/시뮬링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

하는 과정과 실험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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