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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tails of sensors of the test device

1. 서론

풍력은 신재생에너지중 효율이 높고, 태양광에 

비해 작은 설치면적을 차지하여 차세대 에너지원으

로 각광받고 있어 신규시장 창출과 시장확대에 의해 

지속적인 투자 유발을 가져왔다. 최근에는 바람의 

질이 좋고 민원 및 소음을 고려하여 육상에서 해상

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보다 풍속이 빠르

고  설치장소의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 이미 유럽, 북
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

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제주도 및 서남해안에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내의 해상

풍력 도입을 위해 국내 기상조건에 맞는  부유식 풍

력발전기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풍력발전기의 모델을 선정하고 기초연구를 수행하

기 위해 축소모형을 대상으로  바람과 조류의 영향

에 의한 동적 운동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 향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기의 동적특성 및 안정성에 대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축소모형 개요
 

본 연구에서는 Spar buoy형 축소모형을 대상으로  

운동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축소모형은  Blade와 Rotor가 위치하는 Nacelle, 수면

으로부터 Nacelle의 높이를 결정하는 Tower, 수면 밑

으로 잠겨 흘수선(Water line)을 유지시키며 무게추

(Weight)가 위치하는 Platform, 무게중심의 위치를 

결정하는 무게추로 구성된다. 축소모형의 재질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수지로 제작하

였고, 외력에 의한 축소모형 진동시의 동적 특성 및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Nacelle 및 Platform에  각

각 센서를 배치하여 축소모형의 동적특성을 측정하

였다.   

3. 동적특성 측정시스템 개발

축소모형에 사용된 센서는 MEMS 기반의 3축 

기울기(Inclinometer) 및 가속도(Accelerometer) 센
서와 3축 가속도 및 회전각속도(Gyroscope)센서이

며, Nacelle의 기울기와 진동과 Platform의 병진 및 

회전운동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센서에서 

획득된 신호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SPI 통신

을 이용하여 센서에서 직접 PC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개의 센서 출력(12개의 

신호 데이터)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전용 신호처

리보드를 제작하였다. Fig 1은 축소모형의 동적특

성 측정을 위해 제작된 센서신호처리장치 및  각각

의 센서가 Nacelle 및 Platform에 장착된 사진이다.  
Fig 2는 Labview를 이용하여 축소모형의 동적 운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은 각각의 센서에서 획득된 신호를 통하

여 축소모형의 병진운동(Surge, Sway, Heave)과 회

전운동(Roll, Pitch, Yaw)을 그래프로 나타내며, 또
한 Nacelle의 기울기 상태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를 통해 축소모형의 전복에 대한  

한계치를 설정하여 그 이상 초과시에 경고 신호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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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tails of dynamic test of scale model 

Fig. 4 Acceleration Results from dynamic test

Fig. 2 dynamic behavior measuring system
 

4. 동적특성 평가실험
   

Fig 3은 부유식 풍력발전기 축소모형의 Platform
및 계류장치(Mooring)에 스프링을 장착하여, 수중

에서의 운동을 재현한 모습이다. 축소모형에 바람 

및 조류를 모사한 외력을 가했을 때, 동적거동에 

대한 상태변화를 실시간 측정하였으며, X, Y, Z축
에 대한 가속도 성분 및 회전각속도 성분을 측정하

였다. 
Fig. 4는 Sway방향으로 Nacelle에 주기적으로 

외력을 가했을 경우의 Nacelle 및 Platform의 가속도  

측정 결과이다. Nacelle의 Sway방향에서 가장 큰 

진폭을 나타내며, Platform의 가속도는 Nacelle의 

가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진폭을 가진다. 
이는 Platform이 계류장치에 의해 Nacelle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동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한 동적특성 측정시스템의 결과를 통하여, 부
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동적특성을 파악하고 안

정성에 대한 감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풍향에 따른 진동방향을 분석함으로써 피로하중

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이용 가능하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축소

모형에 대한 동적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고, Nacelle 및 

Platform에 설치된 센서 정보로부터 축소모형의 

병진 및 회전운동을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심해용 부유식 풍력발

전기 모델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향후, 개발된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조에서의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작한 모형에 대한 동적특성 및 안정성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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