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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transient torque of a wind turbine drivetrain from a blade can be observed 
effectively by a state observer, which is based on the modeling of the drivetrain as a one-mass mechanical 
model. The fluctuation of blade torque such as the tower effect and wind gust was also inclu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a realistic simulation of the transient torque in a wind turbine. However, the accuracy of the 
estimated torque depends on the parameter error of the model. The estimation error of transient torque due to 
parameters such as the moment of inertia and the friction coefficient was analyzed and verified by simulations 
and experiments. Using the estimated torque, it is expected that abnormal conditions in the drivetrain can be 
monitored effectively in real time.

기호설명 J   :  시스템 관성(블레이드와 발전기 관성) [kg·m2]
J  :  관성계수 오차 [kg·m2] 
B   :  마찰 계수 [W]
B  :  마찰계수 오차 [W] 
gen  :  발전기 속도 [rad/s]
rated :  발전기 정격 속도 [rad/s]
gen  :  발전기 각위치 [rad]
blade :  블레이드 각위치 [rad]
    :  관측기 이득 [rad/s]   

Tblade :  블레이드 토크 [N·m ]
Tgen :  발전기 토크 [N·m ]
Tdisturb :  토크 외란 [N·m ]
Ttower :  타워 효과 구현 토크 [N·m ]
Prated :  풍력터빈 정격 파워 [W]
Jblade :  블레이드 관성 [kg·m2]
Jgen  :  발전기 관성 [k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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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풍력 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와 함께 발전기 감시 및 모니터링

기술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기 및

축 구동계의 각 요소지점에 진동센서를 부착하여 측정

된 신호의 분석을 통해 회전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풍력발전기의 속도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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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모니터링 이외의 블레이드에서 입력되는 토크는

토크 센서가 고가이고 정밀하지 못한 편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 회전체의 블레이드 토크에

의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발전기 속도 센서를

이용한 블레이드 토크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즉 입력되는 블레이드 토크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워 효과와 같은 주기적 펄스 성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블레이드 토크를 발전기에

장착된 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토크 관측기로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전동기 시스템에 적용되어왔던 관측기를 풍

력 발전기에 적용함으로써 복잡한 수식의 변경 없이

전동기에서 발전기로 비교적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 풍

력 발전기에 부착된 속도 센서(주로 엔코더)를 이용하

기 때문에 별도의 센서 부착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

이다. 충분한 관측기 응답속도를 확보할 경우 변동하

는 블레이드 토크 추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주기적인

토크성분을 관측하게 되면 건전성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전차원 관측기를 통하여 블레이드의 과

도상태를 효과적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메트랩/시뮬링

크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보였고 파라미터의 오차

에 의한 관측기 오차 발생의 문제점까지 분석 및 검증

하였다.

2. 시스템 모델링

2.1 풍력발전기 구동계의 모델링

풍력 발전기를 1관성계 모델링으로 나타내면 Fig. 1

과 같이 볼 수 있다. 또한 축 구동계에 별도의 외란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블레이드 토크와 발전기 토크가

주된 요소이며, 마찰토크는 회전속도에 비례한다고 가

정하면 식 (1)과 같은 토크 방정식이 성립한다. 마찰계

수는 0이라 가정하면 회전계의 관성 J는 블레이드 관

성과 발전기 관성의 합으로 표현되며 결과적으로 회전

속도   는 블레이드 입력 토크와 발전기 부하 토크

의 차에 의해 식 (3)과 같이 결정된다 [1].

Fig. 1 One-mass modeling of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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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또한 각위치의 미분은 속도이고 블레이드 토크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매우 느리다고 가정하면 식 (4),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5)

2.2 풍력발전기 구동계 토크 외란의 모델링

바람이 불게 되면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가 타워

를 스쳐지나갈 때 바람의 속도가 감속하는 현상이 일

어나는데 이를 타워 효과라 한다.

이는 출력 토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출력되는 토

크는 블레이드의 개수와 비례하는 주기적인 리플을 가

지게 되며 리플 성분의 크기는 블레이드의 형상 및 타

워 형태와 관계가 있다. Fig. 2의 (b)와 (c)는 타워 효

과가 블레이드의 형상에 따라서 보여주는 토크의 형태

이다. 는 바람으로부터 블레이드에 전달되는 토

크이며 는 블레이드가 타워를 스치고 지나가며

감쇠되는 토크량이며 블레이드 갯수, 회전 속도에 따

라 주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이다. 주기적인 리플

을 램프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정현파 형태로 나타

낼 수 있으며 그 크기와 폭도 블레이드의 정보에 따라

서 결정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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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rque ripple model considering tower effect

(a) 3-blade wind turbine (b) ramp type (c) sinusoidal type

또한 에는 타워효과 외에도 급작스러운 돌풍과

같은 비주기적 스텝 함수 형태의 외란도 포함될 수 있

다. 이와 같이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리플 또는 외란을 로 모델링 할 수 있으

며 Fig. 3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란 토크

는 발전기 시스템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며 이는 속도

출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입력된 속도와

각위치로부터 블레이드 토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식 (1), (4), (5)로부터 상태 방정식은 식 (6)~(9)
와 같다.

Fig. 3 1-inertial generator block diagram including torque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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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레이드 토크 추정을 위한 토크 관측기 설계

3.1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관측기 설계

상태 변수를 추정하는 관측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전차원 관측기와 축소 차원 관측기가 있고, 전차원 관

측기의 경우 식 (10)과 같이 식 (6)의 시스템 방정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의 토크 관측기 설계는

전차원 관측기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는 의 추

정치를 나타내고 L은 오차를 보상하는 이득 행렬이다.

발전기의 모델링과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관측기를 구

성하면 식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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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토크와 측정된 위치 정보로부터 블레이드

토크를 검출하는데 있어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에서

안정된 특성을 갖는 관측기의 이득 L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차 방정식    으로부터 이득행렬

L이 표현된 특성 방정식 식 (12)를 구할 수 있고, 이는

식 (13)과 같이 s에 관한 3차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만

일 3차 방정식의 해(극점)을 각각    로 놓으면

3차 방정식의 근을 해당 위치에 놓기 위한 관측기 이

득은 식 (14)~(16)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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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gital model of torque observer

det    














  
  
  


















  

 




  

















   










 (11)

    

    
    

(12)

     


(13)

     

 (14)

  (15)

3.2 파라미터 오차로 인한 토크 추정 오차 분석

토크 관측기 설계에 있어서 관성계수, 마찰계수 파

라미터에 오차가 존재한다면 풍력 터빈 1-관성계 모델

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오차요인으로 인한 블레이

드 토크 추정값에 오차가 발생한다.



 
      (16)



 
    

 (17)

이러한 블레이드 토크 추정 오차는 각각  값

에 비례하며 회전속도의 변동이 있는 구간에서는



관성에 의한 토크 추정 오차가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더라도 마찰계수 오차에 따라 블레이드 토

크 추정값에 정상상태 오차가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

으며 식 (16),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정

확한 블레이드 토크값의 추정을 위해서는 기계적 모델

링이 정확하고 모델링에 사용된 계수들의 정확한 값을

알아야 한다.

4. 시뮬레이션

4.1 매트랩/시뮬링크 모델링 설계

시뮬레이션은 2 MW급 영구자석 동기 발전기의 파

라미터를 사용한 모델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앞 절

의 설계에 근거하여 매트랩/시뮬링크로 설계된 1-관성

계 풍력 발전기 시스템 및 시스템의 토크 관측기가

Fig. 4에 표현되었다. 토크 관측기를 실험 환경에서 구

현할 때에는 아날로그 신호가 아닌 이산 신호로 받아

들이며 동시에 이산 신호를 출력하게 되므로 실제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토크 관측기의 동작 시점을 샘플링

주기에 동기되어 동작하도록 z-변환하여 디지털 모델

로 구현하였다 [5].

Parameter Value

 2.08× W

 1.71 rad/s

 1.22×  

 0.95× ·

 3.8× ·

 0 ·

 150 rad/s

Table. 1 Observer simulation parameters

관측기 극점    가 동일한 3중근일 경우 극점

을 이라 하면, 관측기 주파수 대역폭은 시뮬레이션

에서 값에 의해 결정된다. 토크 관측기의 주파수 대

역폭은 하위 제어 시스템보다 통상적으로 3∼5배 커야

하므로 150 rad/s로 적용하였다. 타워 효과를 시뮬레이

션에 적용하기 위하여 토크가 정현파의 형태로 정상

상태보다 일정 비율만큼 감소하도록 시뮬레이션 블록

을 구성하였으며 타워의 블레이드 토크에 대한 영향은

정상 상태 토크의 10 %로 설정하였다 [6].

Fig. 5은 토크 관측기의 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블레이드 토크를 스텝 지령으로 인가하고 값에 따라

관측기 응답성을 비교한 시뮬레이션 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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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ep response according to the observer gain value

명확한 차이를 보이기 위해 : 150 rad/s 기준으로

5배씩 크고 작은 값 : 750 rad/s과 : 30 rad/s을

선정하였으며 위 파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상 상

태 도달시간도 토크 관측기 이득값에 비례하여 약5배

씩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토크 관측기 이득을

빠르게 할수록 특성은 좋아지나 노이즈에 취약하다 [7].

Fig. 6 Blade torque estimation with tower effect

관측기 주파수  : 150 rad/s 조건에서 타워 효과

를 고려한 블레이드 토크 관측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여 Fig. 6과 같이 주기적 외란이 있을 시에도 블레이

드 토크를 효과적으로 추정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4.2 파라미터 오차로 인한 추정 토크 오차 분석

4.2.1 관성계수

관성계수의 오차로 인한 추정 토크의 경우 속도변

화량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a)

(b)

(c)

Fig. 7 Estimated torque error due to parameter error when applying

torque step

(a) When the torque step is applied, the wind turbine speed

(b) Estimated torque error due to inertia error

(c) Estimated torque error due to friction coefficien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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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스텝 인가 시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

정 속도에 수렴하게 됨을 Fig. 7(a)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때 Fig. 7(b)는 실제 관성계수 값을 기준으로

±20 %의 오차를 주어 토크 관측기의 동특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토크를 스텝으로 인가하였을 경우 초기 속

도 변화가 큰 구간에서의 토크 추정 오차를 계산하면

식 (18)과 같다.

± ±  ·   


    (18)

따라서 두 값을 곱한 관성계수의 오차로 인한 추정

토크는 ±40,000 Nm이며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정상 상태에 들어서면 속도

변화율이 작기 때문에 관성계수 오차로 인한 추정 토

크는 점점 감소하여 실제 추정 대상인 블레이드 토크

값에 수렴한다 [8].

4.3.2 마찰계수

시뮬레이션 모델링 시 실제 풍력터빈의 마찰계수를

알기 어려우며 수식적 용이함을 위해 마찰계수를 0으

로 두고 토크 관측기를 시뮬레이션 모델링 하였다. 하

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시험을 통해

마찰계수를 실제에 가까운 값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찰계수 오차는 관성계수와는 달리 정상 상태 토

크 추정 오차에 영향을 미친다. Fig. 7(c)에 나타난 시

뮬레이션 파형의 조건은 다음 Table 2 와 같으며 표 2

의 마찰계수 880 ·는 정격속도 시 정격토크의

약 0.1 %에 해당하는 마찰토크를 발생시키는 마찰분이

며 발전기 정격파워인 2 MW임을 고려하면 아주 작은

값임을 알 수 있다 [9, 10].

Actual friction

coefficient

 [ · ]

Observer friction

coefficient
 [ · ]

 

[Nm]

0

880
(0.1% of the rated value)

596.2

440 298.1

0 0

-440 -298

Table 2 Friction Coefficient Estimated torque due to simulation

conditions and frictional coefficient error

마찰계수 오차에 의한 관측기 추정 토크를 확인하

기 위해 시스템 모델링 시 발전기의 관성은 실제와 같

은 값을 주었다. 그리고 시스템 모델링 시 풍력터빈

마찰계수는 0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토크 관측기에 입

력된 마찰계수는 시뮬레이션 파형 순서대로 Table 2

에 명시하였다. 이때 정상 상태 수렴 시   

rad/s 이며 마찰계수 오차로 인한 토크는 와 의

곱으로 구할 수 있으며 Table 2에 명시하였다. 시뮬레

이션 파형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관성계수와 마찰계수 모두 파라미터 오차가 존재할 경

우 과도 상태, 정상 상태 모두에서 오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1, 12].

5. 실험

본 실험에서는 토크 추정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

해 앞절에서 구현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3kW급 영

구자석 동기 발전기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험을 수행하

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실질적인

마찰과 관성을 시스템에 맞게 계산하여 토크 관측기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Fig. 8 3 kW Wind Turbine Generator Simulator

Symbol Designation

(a) Induction machine (LSMV 112MG)

(b) Blade inertia(0.327 kgm
2
)

(c) shaft (D=12 mm, L=1500 mm)

(d) Synchronous generator (190 U2C)

(e) Generator inertia (0.08175 kgm
2
)

(f) 3-phase Inverter

Table 3 3 kW Wind Turbine Generator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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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실험에 사용한 3 kW급 풍력 발전 시뮬레

이터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Table 3에 명시하였다.

Fig. 9(a)와 (b)는 블레이드 측 인버터의 외부 입력

단에 DSP로부터 타워효과가 구현된 토크 지령을 주었

을 때의 관측기를 통한 블레이트 토크 추정 결과 파형

이다. 발전기가 1회전할 때, 블레이드 토크에 타워 효

과가 세 번씩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를 함께 관찰하였으며, 관찰된 와 추정된 블

레이드 토크로부터 현재 블레이드의 어느 위치에서 토

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13].

(a)

(b)

Fig. 9 Wind turbine torque reference and observer torque estimation

result through DSP

(a) Blade torque step reference

(b) Torque observer blade torque estimation result

Fig. 10 Observer dynamic characteristics without friction

implemented

타워효과가 구현된 블레이드 토크 지령을 일정한

값으로 인가한 뒤, 발전기 속도가 1200 rpm이 되었을

때, 토크 지령을 0으로 주었다가, 발전기 속도가 1000

rpm까지 떨어지면 다시 토크 지령 인가를 반복하면서

토크 관측기 동특성을 검증하였다.

블레이드 토크를 0으로 주었을 때, 이상적으로 마찰

이 없는 경우 속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

는 속도가 감속을 하였다. 이를 통해 토크 관측기 역시

등속운동( )이 아닌 마찰계수 오차로 인한 속

도를 감속시키는 토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크 관측기 출력은 음의 값으로 블레이드 토크

를 추정하고 있음을 Fig.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0 파형에서 블레이드 토크지령이 0인 감속하

는 구간에서 약12.5초 동안 200 rpm(20.94 rad/s) 이

감속했음으로 속도 변화율은 -1.68 rad/s이다. 또한 감

속하는 구간 속도의 평균값인 1100 rpm과 값 그리고

무부하 조건   을 (1)식에 대입하여 마찰계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마찰계수   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다른 속도의

등속운동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으며 동일한 마찰계수

결과를 확인하였다 [14].

Fig. 11 Blade torque estimation of observers with realistic

parameters

위의 과정을 통해 토크 관측기 알고리즘 내부 파라

미터를 수정하여 적용하여 Fig. 11와 같은 파형을 얻

었다.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마찰계수에 의해 작용하

는 토크도 커지고 있음을 관측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발전기가 등속운동을 할 때에도 등속을 유지

하기 위한 마찰을 이겨내는 만큼의 토크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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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블레이드 토크를 과도상태에서도 효

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전차원 토크 관측기를 제안

하였다. 토크 관측기 성능 분석에 블레이드 토크 및

토크 외란(타워 효과)을 모의하여 시뮬레이션 모델링

을 하였으며 파라미터 오차에 따른 추정 토크 오차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3 kW급 영구자석 동기 발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관측기의 동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실제 실험 시, 시뮬레이션 모델링의

이상적인 조건과는 다른 현실적인 파라미터 오차를 고

려하여 마찰계수를 계산하였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후 관측기의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토크 관측기는 1-관성계에 근거하여 시스

템 모델링을 하였기 때문에 모델링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2-관성계 모델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한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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