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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ale of wind turbines has continuously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 Especially, the rapid growth of the rotor 

diameter has brought about the increase of the tower height and the load on the rotor blade,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a 5MW class 

wind turbine with 126m rotor diameter. This trend means the increasing possibility of system failure. In addition to that, it is 

impossible for human operators to stay and manage all the turbines in the case of a large-scale wind farm. For these reasons,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technology is getting more importance. In this paper, we present an unmanned remote monitoring system 

for MW class wind turbines and its application to YeungHeung wind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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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풍력터빈은 지난 20년간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대형화되

어 왔고, 이에 따른 풍력발전의 경제성 확보로 풍력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독일 

Repower에서 개발한 5MW급 풍력터빈의 경우 로터의 회전 

직경이 126m에 이르고 있고, 현재 Clipper Windpower Plc에 의

해 7.5MW급의 풍력터빈이 개발 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터빈의 대형화는 필연적으로 타워 높이

와 블레이드(blade) 길이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풍력터빈의 

구성 요소들이 견디어야 할 기계적, 전기적 허용 용량의 증

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터빈 고장이 발생할 가능

성을 더욱 높아지게 한다. 그림 2는 풍력터빈 운영 연수에 

따른 정격 출력(rated power) 그룹별 고장률(failure rate)을 나타

낸 것으로, 터빈의 정격 출력이 높아질수록 실제로 고장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형 풍력터빈일수록 시스템 상태 감시를 통하여 

고장을 사전에 진단 및 예방함으로써 풍력터빈의 가동률 및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는 그림 3의 풍

력발전 상태감시기술 국제특허 연도별 출원 현황과 그림 1

의 풍력터빈 대형화 동향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즉, 2000년대 들어 풍력터빈이 대형화됨에 따라 풍력발전 상

태감시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풍력발전 상태감시 기술을 살펴보면[3,4], 

크게 진동 기반 감시 기술(vibration-based monitoring), 유체 기

반 감시 기술(oil-based monitoring)과 블레이드 감시 기술로 나

누어진다. 진동 기반 감시 기술은 풍력터빈 구성 요소들로부

터 측정된 진동을 분석하여 구성 요소의 현재 상태 또는 성

능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서 측정 대상의 진동 주파수 특성

을 감지하기에 적합한 센서를 선정하여 장착하며, 위치 측정 

센서, 속도 측정 센서, 가속도계 센서 등이 사용된다. 유체 

기반 감시 기술은 풍력터빈의 베어링이나 기어 박스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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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풍력터빈의 대형화[1]. 

Fig.  1. Wind turbine size evolution. 

 

그림 2. 풍력터빈 운영 연수에 따른 정격 출력 별 고장률[2].

Fig.  2. Annual failure rate according to operation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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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오일들을 샘플링 또는 지속적 측정을 통하여 부품의 마

모 진행 상태를 감시한다. 최근에는 풍력터빈의 대형화로 블

레이드가 풍력터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그림 4와 같이 

터빈 전체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블레

이드 감시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광섬유를 이용한 블레이드 감시 기술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풍력발전 관련 기

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세계 풍력시장 또한 매년 20~30%

의 고성장을 하고 있으나 국내 대형 풍력터빈은 신뢰성 검증 

미비 및 납품 실적(track record)이 없어 국내외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풍력단지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단지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현재까

지는 관련 기술이 선진 외국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에 국내에서도 국내 풍력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서 ㈜한국남동발전이 주관하여 영흥화력본부 내 신노

루지역에 국산 풍력터빈의 신뢰도 향상 및 단지 운영 기술 

확보를 위한 영흥 국산풍력 상용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영흥 풍력단지는 2~3MW급 풍력터빈 9기로 구성될 예정으

로 총 22MW급의 규모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그 1단계로서 

그림 5와 같이 2~3MW급의 풍력터빈 3기로 구성된 영흥 국

산풍력 Test Bed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

내최초로 대형 풍력터빈을 위해 개발된 풍력발전 무인 원격

감시시스템을 소개하고 전술한 영흥 국산풍력 Test Bed에 적

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II. 상태감시시스템 

풍력발전단지의 제어 및 감시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풍력

터빈 제어기와 원방감시제어(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이 사용되어 왔으나, 풍력터빈이 대형

화되어 감에 따라 풍력발전단지의 신뢰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상태감시시스템(CMS: Condition Monitoring System)이 

도입되고 있다.  

SCADA 시스템은 풍력터빈의 제어기(controller)와 연계하여 

풍력단지의 전반적인 운전 상태를 감시하는 반면, CMS는 풍

력터빈 구성요소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감시, 분석 및 예측

하여 이상 발생 조기 진단 및 고장 사전 예방을 함으로써 풍

력터빈의 신뢰성 및 경제성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CMS

는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 감시 영역에 따라 크게 진

동 상태 감시, 오일 상태 감시 및 블레이드 상태 감시 기반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보다 다양하고 진보된 분석 기법을 활

용하여 이상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 CMS의 기능은 크게 

Monitoring, Analysis 및 Reporting으로 구성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감시 영역, 분석 기법 및 이상 조기 진단 차원에서 

SCADA 시스템과 차별화된다. 풍력발전의 필수 구성요소인 

SCADA 시스템과 달리, CMS의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필요

하지는 않은 선택적인 구성요소로 여겨졌으나, 풍력터빈의 

대형화와 함께 신뢰성 확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형 풍력

터빈, 특히 접근성이 좋지 않은 해상 풍력의 경우 반드시 필

요한 구성요소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림 3. 풍력발전 상태감시기술 연도별 국제특허 출원 건수.

Fig.  3. Annual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bout condition

monitoring technology for wind turbines. 

 

그림 4. 풍력터빈 전체 비용에 대한 터빈 구성요소의 비용[5].

Fig.  4. Cost of wind turbine components. 

 

그림 5. 영흥 국산풍력 Test Bed. 

Fig.  5. YeungHeung wind test bed for domestic wind turbines. 

 

그림 6. 대표적인 국외 CMS (SKF의 제품). 

Fig.  6. Representative CMS (SKF’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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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체 시스템의 구성 

영흥 풍력 Test Bed에는 풍력터빈 제작 3사가 참여하였고, 

각 제작사는 풍력터빈과 제어기 및 SCADA 시스템을 공급하

기로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원래 전체 터빈

들을 위한 통합 상태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

였다. 그림 7은 이와 같은 공급 범위에 의거하여 설계된 전

체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준다. 즉, 각 터빈 별로 제어 및 감

시하기 위한 SCADA 시스템이 제공되고, 전체 터빈들의 통

합 상태감시를 위해 별도의 통합 상태감시시스템이 제공되

었으며, 두 시스템 체계 사이에는 어떠한 연계도 없었다. 

하지만, 준공 후 영흥 풍력 Test Bed를 운영해본 ㈜한국남

동발전에 의해 다음과 같은 운영 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1) 풍력터빈을 운영하기 위한 SCADA 시스템의 사용자 화

면이 각 제작사 별로 서로 달라서 현재 풍력 터빈의 운

전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같은 사유로 풍력 터빈에서 비상 알람(alarm) 발생 시 이

를 인지하기 어려움 

이러한 운영 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남동발전에서

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기존의 풍력 상태감시 기능

에 각 제작사의 SCADA 시스템과 연계하여 각 터빈의 운전 

상황뿐만 아니라 비상 알람 발생 상황을 통합하여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인 원격감시시스템(RMS: Remote 

Monitoring System)을 개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림 9는 

이와 같은 개념이 구현 가능하도록 새롭게 구성한 전체 시스

템의 구성을 보여준다. 

 

IV. 시스템 하드웨어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한 무인 원격감시시스템의 

하드웨어는 크게 개발된 풍력발전 상태감시시스템은 크게 

풍력터빈 나셀(nacelle) 내에 직접 설치되는 RMS-FE(Front 

End), 모니터링실 내에 각 터빈 별로 하나씩 설치되는 RMS-

HOST와 전체 터빈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RMS-SERVER로 

구성된다. 이 외에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기 RMS-

SERVER에 접속하여 상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RMS-CLIENT PC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다. 

1. RMS-FE 

풍력터빈 나셀 내에 직접 설치되는 RMS-FE는 나셀 내부

의 센서 신호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림 10과 같이 

주제어기(main controller), 스위칭 모드 전원 공급기(switching 

 

그림 7. 영흥 풍력 Test Bed의 시스템 구성 원안 

Fig.  7. Original overall structure for YeungHeung wind test bed. 

 

 

 

그림 8. 각 제작사의 SCADA 시스템 사용자 화면. 

Fig.  8. User interfaces of SCADA Systems by Manufacturers. 

 

그림 9. 영흥 풍력 Test Bed의 시스템 구성 확정안. 

Fig.  9. Final overall structure for YeungHeung wind test bed. 

 

그림 10. RMS-FE의 내부 구성. 

Fig.  10. Structure of RMS-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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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power supply), 데이터 취득 장치(data acquisition device)로 

구성된다. 주제어기는 USB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데이터 취

득 장치와 연결되고, 주로 데이터 취득 장치를 제어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스위칭 모드 전원 공급기는 RMS-FE에 DC 

전압을 공급하고, 그 출력을 과전압 또는 과전류로부터 보호

한다. 데이터 취득 장치는 풍력터빈 구성 요소에 설치되는 

각종 센서와 직접 연결되어 진동, 온도 등을 측정한다.  

2. RMS-HOST 

각 터빈 별로 하나씩 설치되는 RMS-HOST는 풍력단지 내 

모니터링실에 설치되며, RMS-FE로부터 전송되는 실시간 데

이터를 수신 및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고, 

또한 RMS-SERVER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RMS-SERVER 

전체 풍력터빈 정보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한 

RMS-SERVER 또한 풍력단지 내 모니터링실에 설치되며, 각 

터빈 별 RMS-HOST로부터 수신 받은 센서 데이터들과, 각 

제작사의 SCADA 시스템에서 보내오는 터빈 운전 상태 및 

비상 알람 발생 정보를 수신하여 RMS-HOST와는 별도로 자

체적인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운영한다. 즉,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의 이중화가 구현되어 있다. RMS-SERVER에는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최대 10분 이상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끄기 위한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4. RMS-CLIENT 

RMS-Client는 모니터링실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원격지에

서 네트워크를 통해 RMS-SERVER에 접속하여 풍력단지 운

전 및 발전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PC로, 네

트워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추가로 설치

가 가능하다. 추후 설명하겠지만, RMS-Client의 소프트웨어는 

특정 기간 동안의 운전 정보 및 센서 신호들을 수신 받아 다

양한 신호 분석기법들을 이용하여 경향 분석을 수행해볼 수 

있는 독립적인 trend review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그 

특성 상 굉장히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수신 

데이터와 RMS-Client의 요구 사항들을 중앙에서 통합 운영 

및 관리하는 RMS-SERVER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5. 센서와 감시카메라 

풍력발전 상태감시시스템은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진동 

상태 감시, 오일 상태 감시 및 블레이드 상태 감시 기반 시

스템으로 구분되는데, 개발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진동 상

태 감시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11은 각 센서들과 감

시카메라의 설치 사례를 보여준다. 진동 상태 감시를 위한 

센서로는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선택하였으며, 가속도계

의 사양, 개수 및 장착 위치는 풍력 발전 상태감시시스템의 

국제 인증 규격인 GL Guideline [6]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감시 인자(factor)로는 온도를 들 수 있다. 

IMI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ngineering Insurers)에서는 풍

력터빈 화재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베어링 과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7], 베어링의 온도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속으로 회전하는 증속기 고속축 베어링과 발전기 베어링

의 온도는 주의 깊게 모니터링되어야 한다[8]. 이러한 관점에

서 온도 센서는 나셀 내부 실내 온도를 비롯하여 증속기 고

속축 베어링과 발전기 베어링에 부착하였다. 

이 외에 로터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회전속도계

(tachometer)가 로터의 주 축에 장착되었고, 풍력터빈의 동작 

상태와 나셀 내부의 화재를 육안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네트

워크 카메라가 나셀 내의 적정 위치에 설치되었다.  

 

V. 시스템 소프트웨어 

1. RMS-FE & RMS-HOST 

RMS-FE 소프트웨어는 나셀 내 풍력터빈 구성요소에 장착

된 센서들을 초기화 하고, 각 센서로부터 신호를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 트리거(trigger) 신호를 생성하여 센서 신호를 취

득한다. 또한, 탑재된 감시 알고리즘에 의해 수집된 신호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경향 및 한계치(limit) 설정에 의한 자

동 알람 발생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측정 데이터와 함께 분

석된 결과를 RMS-HOST로 전송한다. 그림 12는 RMS-FE 소

프트웨어의 구성도이다. 

RMS-Host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초기 기동 시 센서의 교정

(calibration)을 수행하고 RMS-FE에서 수집된 센서 신호를 전

송 받아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신호로 변환하며, 

이 변환 데이터를 저장, 데이터베이스화 및 전송 등의 역할

을 수행한다. 

2. RMS-SERVER  

RMS-SERVER 소프트웨어는 풍력단지를 통합 운영 및 관

리하기 위하여 실제 단지운영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표   1. RMS-FE의 기술적 명세사항. 

Table 1. Technical specifications of RMS-FE. 

Monitoring 

Channels 

• Accelerometers 12 CH 

• AI 8 CH, DIO 4 CH, RS-232  • TCP/IP 

Shock & 

Vibration 
• 30G Shock, 5g Sinusoidal and Random 

Environmental 
• Operation: -20 ~ 55 deg, 10 ~ 90% R.H. 

• CE Compliance 

Individual 

Threatening 

Protection 

• Electric & Communication Line Protection 

Embedded 

H/W & S/W 

• National Instruments CRIO & cDAQ 

• VXWorks OS 

Watchdog H/W • Remote Power Management by Watchdog H/W

 

그림 11. 센서와 감시카메라의 설치 예. 

Fig.  11. Installation example of sensors and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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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제공한다. 그림 13과 

같이 풍력단지 정보(wind farm), 출력 정보(power), 알람 정보

(alarm), 신호 동향 정보(trend), 지도 정보(map)로 구성된다. 

풍력단지 정보는 overview와 detail view로 구성되는데, 

overview에서는 그림 13(a)와 같이 풍력단지 전체의 운전 상

태를 종합하여 표시한다. 구성 터빈 중 비상 알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측 하단의 “Alarm Information” 창의 해당 터빈 번

호 옆에 적색등이 켜지고 관련 대표 알람을 표시하여 주며, 

알람 레벨 별로 사전에 설정된 사용자들에게 알람 발생 내용

을 SMS나 Email로 자동 전송해준다. 또한 개별 풍력터빈의 

운전 상태 및 센서 취득 신호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는데, overview의 화면에서 관심 있는 터빈을 선택한 후 우측 

상단의 “detail view” 버튼을 누르면 그림 13(b)와 같이 해당 

터빈 관련 정보들을 한 화면에 보여준다. 

출력 정보에서는 풍력단지 내 누적 생산전력, 현재 생산출

력 및 기상정보를 보여주고, 또한 그림 13(c)에서 볼 수 있듯

이 좌측 상단 달력에서 특정 날짜를 선택하여 그 날짜까지 

각 터빈 별 연간/월간/주간/일별 생산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알람 정보에서는 각 풍력터빈에서 발생한 현재 알람 정보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었던 이력까지 볼 수 있고, 알람 

리스트 및 특정 알람 관련 상세 보고서를 출력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신호 동향 정보는 풍력터빈 별 파워커브, 생산전력, 풍속, 

RPM 경향 그래프를 표시하고, 지도 정보는 풍력발전기가 설

치되어 있는 영흥 풍력단지의 지리적 정보를 풍력터빈의 운

전상태 정보와 결합하여 보여준다. 

3. RMS-CLIENT  

RMS-CLIENT 소프트웨어는 풍력단지 내 모니터링실에서 

멀리 떨어진 원격지에서 풍력단지 내 풍력발전기의 발전현 

 
(a) Wind farm info(wind farm - overview) 

 
(b) Wind turbine info(wind farm - detail view) 

 

(c) Power info(power)           (d) Alarm info(alarm) 

 

(e) Signal trend info(trend)          (f) Map info(map) 

그림 13. RMS-SERVER 소프트웨어. 

Fig.  13. RMS-SERVER software. 

 

황 및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로, RMS-SERVER로부

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 풍력발전기의 발전현황 

및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또한 RMS-SERVER의 데이터베이

스에 접속하여 측정데이터의 경향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

(a) RMS-FE 

(b) RMS-HOST 

그림 12. RMS-FE와 RMS-HOST 소프트웨어의 구성도. 

Fig.  12. Overall structure of RMS-FE & RMS-HOST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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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도 제공한다. 

따라서 RMS-CLIENT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그림 13에 

표시된 RMS-SERVER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며, 

이에 추가적으로 그림 14와 같이 RMS-SERVER에서 관리하

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풍력발전기 운전데이터 경향 

분석 및 측정 신호 분석을 수행하는 trend review 기능을 제공

한다. 

Trend review 기능에서 제공하는 신호 분석 기법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 General Power Spectrum  

General Power Spectrum은 진동 센서로부터 입력된 신호의 

각 Band별 Power Level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 Envelope Process 

Envelope Process는 시간 영역(time domain) 상에서 고주파 

영역의 신호를 저주파 영역의 신호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용

되며, 2~5KHz의 Band Pass Filter가 내장되어 있다. 또한 2nd 

order Envelope 계산이 가능하여 신호 속에 내재된 고주파 영

역의 신호를 제거 할 수 있다.  

• Order Analysis 

Order Analysis는 Rotational Speed Calculator에서 산출된 로터

의 회전 각속도를 기반으로 하여 신호를 Resampling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또한 주파수 영역에서 특정 Narrow Band에 

대한 Power 산출이 가능 하다. 

• Time Domain Analysis 

Time Domain Analysis는 시간 영역에서 신호 해석을 수행하

는 기능으로, 신호의 RMS,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ak, 

Shape Factor, Skewness, Kurtosis 등의 산출이 가능하다. 

• 2-Dimension Analysis 

2-Dimension Analysis에서는 2차원 주파수 영역 해석이 가능

하여 신호에 대한 Spectrogram, Wavelet, Time vs. Frequency 

Analysis, RPM vs. Order spectrum analysis를 제공한다.  

4. 감시 카메라  

각 터빈 나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영상은 별로의 소프

트웨어 없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그림 15와 같이 실시

간으로 제공되고, 관련 영상은 또한 NVR (Network Video 

Recorder)에 저장되어 원하는 과거 시점의 영상을 언제든지 

검색하여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감

시 카메라의 장점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풍력터빈 나

셀 내부의 현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5. 감시카메라 소프트웨어. 

Fig.  15. Software for network camera. 

 

VI. 운용 시험 

개발한 풍력발전 무인 원격감시시스템은 영흥 국산풍력 

Test Bed를 대상으로 2010년 5월 설치 및 적용되어 2달간의 

시운전(commissioning) 기간을 거친 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터빈 6기가 완공되면 추가로 확장할 예정이다. 

그림 16은 영흥 국산풍력 Test Bed에 설치된 풍력발전 무

인원격감시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시스템은 크게 풍력터빈 나셀 내에 직접 설

치되는 RMS-FE, 모니터링실 내에 각 터빈 별로 하나씩 설치

되는 RMS-HOST와 전체 터빈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RMS-

SERVER로 구성된다. 이 외에 원격지인 ㈜한국남동발전 영

그림 14. RMS-CLIENT 소프트웨어의 Trend Review 기능. 

Fig.  14. Trend Review function of RMS-Client software. 

 

 

그림 16. 영흥풍력 Test Bed의 풍력발전 무인 원격감시시스템.

Fig.  16. Developed unmanned remote monitoring system. 

 

그림 17. 영흥 풍력 Test Bed에 대한 RMS-CLIENT S/W의

Trend Review 기능 적용. 

Fig.  17. Application of Trend Review function in RMS-Client 

software to YeungHeung Wind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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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화력본부 사무실 내에 설치된 RMS-CLIENT PC가 있다. 그

림 17은 RMS-SERVER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흥 풍력 

Test Bed의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행한 RMS-CLIENT 소

프트웨어의 Trend Review 기능 화면을 보여준다. 

 

V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총 22MW급으로 예정된 영흥 국산풍력 상

용화단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감시를 위해 국내 최초로 대형 

풍력터빈을 위한 무인 원격감시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현재 

2~3MW급 대형 풍력터빈 3기로 구성된 영흥 국산풍력 Test 

Bed에 설치 및 시운전을 거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7월까지 단지 내 터빈 6기가 더 완공되면 관련 시스

템이 추가로 확장될 예정이다. 개발된 무인 원격감시시스템

은 향후 건설될 국내 해상 풍력단지 및 대형 육상 풍력단지

의 신뢰성 및 가동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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