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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외적인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 국내에서도 풍력발전 단지의 건설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에는 건설된 풍력발전단

지의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한 풍력발전기의 유지관

리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풍력발전 운영에서의 경제성 확보는 결국 풍력발

전기의 고장을 최소화하여 가동시간을 최대로 유지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하여 풍력발전

기의 상태감시 및 고장진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그

러나 풍력발전기의 상태감시 및 고장진단은 아직도 

많은 부분 선진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독

자적인 기술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감

시 및 고장진단 기술은 풍력발전기 단위부품별 고장

진단 뿐만 아니라 전체시스템 측면에서의 상태감시

를 통한 고장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태감시 및 고장진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기

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 장비 혹은 시험장비가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

제 운용중인 풍력발전기에 개발 시스템을 장착하더

라도 풍력발전기의 고장이 원하는 시험기간에 발생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기술을 검증하거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실제 대상 풍력발전기를 작

은 크기로 상사하여 주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풍

력발전기 시뮬레이터를 개발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

나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시뮬레이터들은 풍력발전

기의 제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풍력발전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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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단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고장 신호 모사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기 고장신호 취득에 목적

으로 두고 개발한 풍력발전기 드라이브트레인의 소

형 고장신호 모사장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고장신호 모사장치 설계

일반적으로 풍력발전기 드라이브트레인은 로터-메
인베어링-기어박스-발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뮬

레이터의 경우는 바람에 의한 로터의 회전을 모터를 

이용해서 모사하기 때문에 모터-감속기-로터-메인베

어링-기어박스-발전기 형태로 구성된다. 여기서 모터 

다음의 감속기는 일반적으로 모터의 회전수가 실제 

풍력발전기 회전수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상사된 토

크의 저속 회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Fig. 
1은 전형적인 풍력발전기 시뮬레이터의 구성도를 보

여주고 있다. 
실제 모사장치 설계에서 발전기 부분은 크게 2가

지 형태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모사장치에서 요구

되는 고속회전의 발전기를 수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감속기를 발전기 앞단에 설치하는 형태이다.

Fig. 1 Concept of wind turbine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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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기어박스, 베어링 등의 고장부품으로부

터 고장신호(진동 신호)를 취득할 경우 발전기 앞단

의 감속기로 인하여 측정신호에 실제 풍력발전기에

는 없는 시스템 특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요 부품의 

고장진단 신호 취득을 목적으로 발전기 대신 모터를 

부착하여 적절한 토크를 가해 주는 방법이다. 이방

법은 발전기 부분의 고장신호 취득은 불가능하나 다

른 부품의 고장신호 취득에는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

한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번째 방법을 채용하여 고

장신호 모사장치를 설계하였다. Fig. 2는 설계된 고

장모사 장치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Schematic of drive train simulator

Fig. 3 two types of power transmission in the 
gearbox of drive train simulator

본 고장장치의 특징은 기어박스에서의 고장을 손

쉽게 모사하도록 기어박스 내 기어의 착탈이 가능하

게 하였고, 2가지 방향으로 파워전달경로를 만들어 

기어의 접촉방식에 따른 고장신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단 분리형 및 일체형 기어박스

를 연결하여 각각의 기어박스의 고장신호 취득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3. 결  론

풍력발전기 주요부품의 고장신호 취득을 위한 고

장신호 모사장치를 개발하였다. 본 장비는 모사장치

내 발전기 설치시 필요한 감속기에 의한 영향을 제

거하고자 발전기 대신 모터를 사용하여 발전기 외 

다른 부품의 고장신호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어박스내 기어 착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여 기어불량에 의한 고장신호 변화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방향 파워전달경로를 채택하

여 다양한 기어박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고장신호 모사장치는 풍력발전기 고장진단 기

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발전기단을 부착

하여 발전기 고장진단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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