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PE9944D-11366-2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모니터링 및 

자료 공유 플랫폼 설계

Monitoring of Wind Turbine Tower Structures and 

Design of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of 

Monitoring Data

2017. 3. 8.

한 국 해 양 과 학 기 술 원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모니터링 및 자료 공유 플랫폼 설계” 과

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3. 8.

총괄연구책임자 : 이 진 학 

참 여 연 구 원 : 김 원 술

       〃      : 김 기 범

       〃      : 김 진 혁

       〃      : 안 창 주

       〃      : 윤 성 현

       〃      : 이 강 현



보고서 초록

과제고유번호 PE9944D 연구기간 2016. 6. 1. ~ 2017. 3. 8. (10개월)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기본연구사업

세부사업명 개인창의과제

연구과제명
중과제명

세부과제명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모니터링 및 자료 공유 플랫폼 설계

연구책임자 이진학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7 명

내부:   1 명

외부:   6 명

총

연구비

55,000천원

(직접비 기준

 : 30,0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공학연구본부
참여기업명 -

국제공동연구 -

위탁연구 -

요     약 보고서 면수 45

ㅇ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측평가 기술 적용

  -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센서 설치 및 모니터링 환경 구축

  - 터빈 회전 RPM 및 구조손상 등에 따른 응답특성 분석 기술 개발

ㅇ 소규모 공유 플랫폼 설계 및 관련 연구자와의 자료 공유

  - 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한 공유 플랫품 구축 가능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검토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의 문제점 분석

  - 관련 운영규정 및 연구원 규정 내에서 공유 가능한 소규모 공유 플랫폼 설계

ㅇ 국내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신기술 적용 및 모니터링 관련 사업 제안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 글 공유 플랫폼, 모니터링 자료,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영 어
Sharing Platform, Monitoring Data, Wind Turbine Tower 

Structures



요 약 문

Ⅰ. 제  목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모니터링 및 자료 공유 플랫폼 설계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개발의 목적

ㅇ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측평가 기술을 구축하고, 이를 관련 연

구자와 공유함으로써 연구성과 파급에 기여

  -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측평가 기술 적용

  - 계측자료 및 자료 공유 플랫폼 설계 및 관련 연구자와의 자료 공유, 플랫폼 유지관

리 방안 제시

ㅇ 국내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신기술 적용 및 모니터링 관련 사업 제안

□ 연구개발의 필요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공유를 통한 국내 기술 혁신에 기여

 -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하여 기존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 중 공개 가능한 범위

의 자료를 관련 연구자와 공유함으로써 국내 기술 혁신을 견인

ㅇ 중복 연구 투자 방지에 기여

 -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중복 과제 수행을 방

지하고, 이를 통한 효율화

ㅇ 기술 공유 문화 확산

 -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연구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전체적인 연구성

과 향상에 기여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측평가 기술 적용

  -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센서 설치 및 모니터링 환경 구축

  - 터빈 회전 RPM 및 구조손상 등에 따른 응답특성 분석 기술 개발

ㅇ 소규모 공유 플랫폼 설계 및 관련 연구자와의 자료 공유

  - 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한 공유 플랫품 구축 가능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검토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의 문제점 검토

  - 관련 운영규정 및 연구원 규정 내에서 공유 가능한 소규모 공유 플랫폼 설계

ㅇ 국내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신기술 적용 및 모니터링 관련 사업 제안



Ⅳ. 연구개발결과

ㅇ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측평가 기술 적용

-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센서 설치 및 모니터링 환경 구축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가속도계, 경사계, 변형률계 등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여 모니터

링 환경을 구축하고, 단기 및 장기 계측을 실시하였다. 단기계측의 목적은 구조물의 손상

평가실험 및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주요 동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실내 모형실험 및 10kW급 수직축 풍력터빈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장기계

측의 목적은 이와 같은 모니터링 환경 하에서 계측된 동적응답을 분석하여, 풍속, 풍향, 

온도, 발전량 등 외부 환경에 따른 구조물의 동특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로부터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건전성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운영 중인 2MW급 풍력터빈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터빈 회전 RPM 및 구조손상 등에 따른 응답특성 분석 기술 개발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모형, 10kW급 중소형 수직축 풍력터빈, 그리고 2MW급 대형 풍력

터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고,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계측하였으며, 구조물

의 고유주파수, 모드감쇠비, 모드형상 등 주요 동특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풍력터빈의 로

터 회전 RPM에 따른 가진주파수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응답특성을 이용하여 손상

을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1) 손상추정을 위한 실내모형실험에서는 로터를 설치한 타워구조물 모형을 대상으로 

가속도계, 경사계, 변형률계 등을 설치하여 응답을 계측하였으며, 로터 회전 RPM에 따른 

응답특성을 분석하고 손상을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여 적용하였다.

(2) 과도 진동이 문제가 된 10kW급 수직축 풍력터빈을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구조물의 과도 진동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과도 진동현상을 완

화하기 위한 동적모델수정(structural dynamics modification)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

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과도 진동의 원인은 4P 가진성분과 1차 모드 간의 공진이었으

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타워의 강성을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3) 2MW급 대형풍력터빈에 대하여 가속도계, 경사계, 변형률계 등 총 20채널의 센서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장기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구조물의 주요 동특성 및 가

진성분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특성이 풍속, 풍향, 발전량 등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ㅇ 소규모 공유 플랫폼 설계 및 관련 연구자와의 자료 공유

- 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한 공유 플랫품 구축 가능성 검토

우리 연구원 웹사이트의 경우,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고, 

소요비용이 없고, 관리가 용이하며, 공개된 웹 호스팅 서비스인 Google Site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성과 공유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또한 Blog를 활용하여 사용자와의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검토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의 문제점 분석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것에 관한 가능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현 운영규정에서는 연구성과 공개와 관련

하여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공개하는 수준이나, 파급효과를 더욱 높이기위해서는 연

구중간 성과물인 계측자료 등을 공개 및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사업 

평가 시 논문, 특허 등의 성과 외에 성과 공유를 통한 공공이익에 대한 기여 등 별도의 

항목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관련 운영규정 및 연구원 규정 내에서 공유 가능한 소규모 공유 플랫폼 설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련 운영규정 및 연구원 규정을 검토하여 Google Site에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연구자들과의 추가적인 협력 등은 별도의 협의를 통

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국내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신기술 적용 및 모니터링 관련 사업 제안

해상풍력발전 관련 신기술을 적용하여 기술검증 및 Track Record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

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제 운영 중인 풍력터빈에 적용하여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타워구조물의 붕괴 또는 기초 손상 등을 조기에 발견

함으로써 전체적인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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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최근 풍력 선진국인 유럽을 선두로 대규모 전력 생산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육상풍력의 경우 풍력터빈의 대형화(7-10MW급)

에 대응하고,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허브 높이를 120 m 이상 높이고자 하는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허브의 높이, 즉 타워구조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 기

존 강관 타워는 세장비 증가로 인하여 좌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경제성이 낮

아질 수 있다. 효율적으로 허브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형식 강재 및 합성형 타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형식 타워를 실제 풍

력터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운영 중에 

있어서도 최적 유지관리 기술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발전계통 시설에 대한 상태감시시스템(CMS, 

Condition Monitoring System)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신형식 타워구조물 개발

과 맞물려 타워구조물에 대한 계측평가 및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

여 타워구조물의 거동을 평가하고 열화/손상을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타워구조물에 대한 

예방적 유지관리(Preventative Management)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편 최근 많은 투자

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상풍력의 경우,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되고, 따라서 해상풍력의 경우 이와 같은 모니터링 및 계측평가 시스템에 대한 기술

적 요구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계측자료 등 연구성과 공개 및 공유를 통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활

용할 수 있다면 국내 풍력터빈 유지관리 분야의 기술혁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현재 연구성과 공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하여 기존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 중 공개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연구자와 공유함으로써 국내 기술 혁신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2. 경제, 산업적 측면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전력 생산량 대비 발전 단가비용이 석탄이나 원자력보다는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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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석유(유류)나 LNG 가스에 비해 저렴하며, 이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상풍력발전이 갖는 이러한 경제적 우수성 및 친환경성을 바탕으

로 필리핀 등 저개발국가에서 풍력발전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육상풍력에 

비하여 해상풍력의 경우 기초 및 해저케이블, 설치 시공,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인하여 

현재 에너지 단가가 높은 수준이지만 기초 구조물 및 설치공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에너

지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하여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해상풍력의 에너지 단가를 저감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비용 저감 

또한 중요하며,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계측평가 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

요하다. 

한편 연구성과 공개 및 공유와 관련하여 작게는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의 결과

를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내용의 중복과제 수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크게는 

이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적으로 연구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사회, 문화적 측면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자원이며, 사회․문화적으로도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육상풍력의 경우 소음, 경관 등의 문제, 해상풍력의 경우 어업과의 공

존 문제, 즉 사회수용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및 계측을 통

하여 보다 분명한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주민수용성의 문제 해결에

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연구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오픈 사이

언스(Open Science) 문화를 도입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

는 연구성과 공개 및 공유 등도 오픈 사이언스의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연구성과를 공

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픈 사이언스 문화를 확산시킨다면, 전체적인 연구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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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측평가 기술을 구축하고, 

계측자료 및 자료 공유 플랫폼 설계 및 최소 사양 플랫폼 운용을 통한 관련 연구자와의 

자료 공유 및 플랫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측평가 기술 적용

  -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다양한 센서 설치 및 모니터링 환경 구축

  - 터빈 회전 RPM 및 구조손상 등에 따른 응답특성 분석 기술 개발

ㅇ 소규모 공유 플랫폼 설계 및 관련 연구자와의 자료 공유 

  - 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한 공유 플랫폼 구축 가능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검토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의 문제점 분석

  - 관련 운영규정 및 연구원 규정 내에서 공유 가능한 소규모 공유 플랫폼 설계

ㅇ 국내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신기술 적용 및 모니터링 관련 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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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조사

제 1 절 국내 연구 및 기술 동향

1.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계측 평가 분야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계측 모니터링 분야에 있어서는 풍력단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축적이 미진하며, 국내에서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건전성 평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그룹으로는 한국기계연구원과 남서울

대학교 연구그룹과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관련 연구를 수

행한 바 있다.

건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는 계측센서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계측된 자료를 분석하는 연

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계측센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사례로 광섬유센서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광섬유센서는 경량이며, 전기자기적인 노이즈에 대한 강건성이 우수

하고, 또한 멀티플렉싱이 가능한 장점 등이 있어, 최근 광섬유센서를 풍력터빈에 적용하

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Bang et al.(2012)은 풍력발전 타워의 변형률과 변위를 추정을 위해 

FBG(Fiber Bragg Grating) 광섬유 센서를 적용하여 발전 시 변위를 예측한 바 있다. 한편, 

타워구조물은 아니지만 Kim et al.(2013)은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변형를 측정하기 위해 

FBG 센서로부터 변형률을 측정한 뒤 변위로 환산하는 기술을 제안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Choi et al.(2012)은 합성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끝단 처짐을 평가하기 위하여 FBG 센서를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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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FBG 센서를 이용한 풍력발전 타워의 변형률 및 변위 계측 사례 (Bang et al., 

2012)

그림 2.2 풍력터빈 날개의 계측을 위해 FBG 센서가 적용된 사례 (Choi et al., 2012)

한편,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박종웅 등(2015)은 가속도와 경

사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풍력타워의 상부에서의 가속도 응답과 경사 응답을 융합하

여 변위를 구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제안방법을 검증한 바 있

다. 또한 Jung 등(2015)는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은 아니지만 하중 특성 등이 풍력발전 타

워구조물과 유사한 해양구조물에 대하여, 구조물 상부의 가속도 응답과 하부의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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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이용하여 Park 등(2013)이 제안한 자료 융합 알고리즘이 동적 변위 뿐 아니라 준

정적변위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a) 자료 융합 제안식과 수치해석 결과 

(Park 등 2013)

(b) 그림 자료 융합을 실험구조물에 

적용한 결과 (Jung 등 2015)

그림 2.3 가속도와 변형률을 이용한 동적 변위 추정 기술

2. 계측 자료 공유 분야

해양 및 연안공학 분야에서는 계측자료 공유 사례가 거의 없으며, 해양과학 분야에서는 

자료 공유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연구원 위성연구센터에제 제공하고 있는 

GOCI 자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 사업의 

경우 여러 관련 연구자들이 과학기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해양에너지 발전시설 및 풍력터빈 

등의 경우 계측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며, 자료 공개 사례가 없다. 해양과학/공학 분야는 

아니지만 토목분야의 경우 진도대교에 대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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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그 결과를 참여한 기관이 공유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 일반 연구자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림 2.4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진도대교에 구축한 바 있는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https://www.iti.illinois.edu/tech-transfer/technologies/wireless-monitoring-critical-infrastruct

ures)

제2절 국외 연구 및 기술 동향

1.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계측 및 유지관리 기술 수준 

국외에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발전기, 증속기 등 기존 풍력발전터빈에서 고장이 잦은 기

계 및 전기 부분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계측 및 유지관리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 비해서는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을 포함한 모니터링 관련 다양한 

연구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공진과 관련하여 Hu et al.(2015a)은 운영 중 모드해석

(operational modal analysis, OMA) 기법을 이용하여 계측된 가속도 응답을 연속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상 운영상태(normal operational condition)에서의 풍력터빈의 

공진현상을 좀머펠트 효과(Sommerfelt effect)와 관련지어 설명하고자한 바 있다. 이들은 

북해의 독일 해상풍력단지에 설치되 있는 Areva Multibrid M5000 터빈을 대상으로 계측

을 실시하여으며, 총 8개의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타워의 4개의 높이에서 주풍향과 주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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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직각방향으로의 가속도 응답을 2007년 11월초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50Hz로 측정

한 바 있다. 또한 수치해석적으로 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제 OMA 결과와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a) 구조물 및 가속도계의 위치와 풍향 (b) Areva Multibird M5000의 수치모델
그림 2.5 Areva Multibird M5000의 제원 및 수치모델(Hu 등 2015a)

이들은 2년 동안 온도, 풍속, 블레이드 회전속도, 블레이드 피치각, 너셀의 방향을 분석

하여, 블레이드가 타워를 지나치면서 타워에 일정한 가진력을 제공하게 되고(blade 

passing) 회전속도가 구조물의 고유주파수와 가까워지는 경우 공진현상이 발생함을 제시

하였다. 한편, 로터의 회전속도에 따른 풍력타워의 주풍향과 주풍향의 직각방향으로의 고

유주파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캠벨 다이어그램(campbell diagram)을 도시하고, 그 

결과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고유주파수가 블레이드의 회전 주파수(blade rotational 

frequency)와 가까워질 경우 공진현상이 발생하여 블레이드의 회전 주파수와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들은 모드감쇠비를 분석하여 공진영역 부근에서

의 공기역학적 감쇠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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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풍향의 직각방향 자료 분석 (b) 주풍향 자료 분석
그림 2.6 주풍향 및 주풍향 직각방향에서 얻은 회전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 

(Hu 등 2015a)

블레이드의 회전속도에 따라 가속도 응답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최상부에서 블레이드의 회전속도가 8 RPM(공진주파수) 부근에서 가속도 응

답이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a) 주풍향 자료 분석 결과 (b) 주풍향의 직각방향 자료 분석 결과
그림 2.7 블레이드 회전속도에 따른 최상부에서 주풍향 및 주풍향 

직각방향으로의 가속도 RMS/Rmax 값 (Hu 등 2015a)

한편 구조물의 동특성에 대한 환경 및 운영조건의 영향을 분석한 Hu et al.(2015b)의 연

구에서는 poly-reference Least Square Complex Frequency domain(p-LSCF) 방법을 적용

하여, 구조물의 고유주파수, 감쇠비, 모드형상과 같은 동특성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조위 

조건 등의 외부 환경 및 터빈 운영조건과 비교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2차 

굽힘 모드의 고유주파수(약 3.26Hz)가 요 제어로 인한 너셀의 위치 변화에 따라 어느 정

도 영향을 받는 데 비하여 모드형상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4.02Hz 

주변에서 추정된 공진주파수에서는 블레이드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주파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 주파수 부근에서의 공진주파수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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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한편, 풍속 및 피치각의 증가에 따라 공진주파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

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파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온도의 영향을 비롯하여 풍속 등 여러 

환경조건이 구조물의 동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내용은 실제 풍

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사업에 대해서도 좋

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 6.47Hz 주변 (b) 7.5Hz 주변

그림 2.8 6.47Hz 및 7.5Hz 주변에서 측정된 공진주파수 (Hu 등 2015b)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 관점에서 구조물의 손상은 고유주파수의 변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유주파수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손상인자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

자들의 계측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유주파수는 손상 외의 다른 요인들로 의해서도 영

향을 받으며, 특히 온도을 가장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도의 영향을 효

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두 개의 주파수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온도에 의

한 선형부분공간을 제거하면 온도에 의해 고유주파수가 진동하는 현상을 제거할 수 있

다. 

한편 해상풍력터빈의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Devriendt et al.(2014)은 실제 

해상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가속도계 등 센서를 설치하여 구조물의 동특성을 분석하고, 

구조물의 동특성이 해양환경의 변화, 즉 조위 등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을 분석



- 11 -

하였다. 이들은 풍력터빈의 동적 응답으로부터 동특성을 자동적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Belwind 해상풍력단지의 Vestas V90 3 MW급 풍력터

빈에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총 10개의 가속도계를 67 m, 37 m, 23 m, 15 m 높이

의 위치에 설치하여 2주간 가속도 응답을 계측하였다.

풍력터빈의 경우 FA(fore-aft)뱡향과 SS(side-side)방향에서 각 모드별로 근접한 고유주

파수를 가지기 때문에 고유주파수를 추적하는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MAC(modal assurance criterion)을 이용해 모

드추적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2주 동안 주요 관심이 있는 모드를 추적할 수 있었으며 

2Hz보다 작은 주파수 범위에서 FA방향의 1차 굽힘모드(FA1), SS방향의 1차 굽힘모드

(SS1), FA방향의 2차 굽힘모드(FA2), 너셀의 이동에 따라 발생한 SS방향의 2차 굽힘모드

(SS2N), 너셀의 회전에 따라 발생한 FA방향의 2차 굽힘모드(FA2N)를 선정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SS2N과 FA2N모드 주파수는 조석의 영향을 받아 수위가 변함에 따

라 주파수가 반대 위상을 가지며 진동하였고 감쇠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풍속이 증가

함에 따라 감쇠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a) 주요 모드 형상 (b) p-LSCF/SSI-COV로 구한 고유주파수

그림 2.9 다섯 개의 주요 모드 형상 및 고유주파수의 추적 결과  

(Devrindt 등 2014)

2. 계측 자료 공유 분야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계측자료는 아니지만, 미국의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의 경우 구조손상평가와 관련하여 매우 정교한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 많은 연구에 활용된 바 있다. 특히 LANL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발표된 

SCI급 논문만 20편 이상으로 관련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홍콩 Polytechnic University의 경우 Guangzhou Canton TV Tower 건설 시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해당 자료를 공유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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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조수진 등 2013). 또한 중국에서는 최근 많은 장대교량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러

한 장대교량에 대한 계측, 평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계측자료를 연구실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련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실내실험 자료 및 계측자료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개

발과 함께 해당 연구기관의 인지도 및 권위를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0 LANL에서 수행한 손상 실험

(http://rsta.royalsocietypublishing.org/content/365/18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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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켄톤 TV 타워 : (a) 켄톤 타워 전경, (b) 내부 콘크리트 튜브와 외부 콘크리트 

충진 강관 격자 구조, 

(c) 20 채널의 가속도 계측 위치와 방향(조수진 등 2013)

한편 계측자료는 아니지만 풍력발전 관련 연구에 있어 미국 NREL의 사례는 출연(연)으

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기에 매우 적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의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는 풍력을 비롯하여 여러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며, 특히 풍력분야의 경우 다양한 CAE(Computer-Aided-Engineering) 툴을 개발하여 무

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툴로 풍력터빈에 대한 통합하중해석프로그램인 

FAST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현재 풍력터빈 제작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

가의 GH-Bladed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Source 코드가 공개되어 있

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이 개발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FAST에 연동하여 개발기술을 검

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제시한 5MW 풍력터빈 기준모델(reference wind 

turbine)은 기존 터빈 제작사들이 공개하지 않던 터빈 내부의 각종 설계 파라메터를 제공

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비록 NREL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술이전하거나 많은 논문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풍력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NREL은 가장 권위있는 연구기관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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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NREL의 FAST 소개 화면

그림 2.13 인용횟수가 매우 많은 NREL의 5MW 터빈 모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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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련 특허

국내외적으로 풍력발전을 위한 로터나 기계, 전기 장비의 계측 기술에 대한 특허는 많

이 출원/등록되어 있다. 국외의 경우,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계측 기술 특허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국내의 경우에만 드물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계

측기술에 대한 특허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변위계, 변형률계, 가속도계 등을 이용하는 

특허이며, 또한 시공 중 필요한 계측기술 등이 등록된 바 있다.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이

외의 대형구조물에 대한 계측시스템의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매우 활발하며, 무선계

측 및 유도초음파 등 스마트계측 관련 기술, 변위 계측 및 활용 관련 기술, GPS 및 영상

장치 등을 이용한 변위 계측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고 있다.

제 4 절 현 기술의 한계 분석

1.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현장 계측 결과 미활용

실제 운영 중인 일부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경우 현장 계측이 수행되고 있으나, 그 결

과가 공개되지 않아 일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여러 연구기관

이나 대학에서 모형 터빈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 바 있으나 연구성과는 부분적

으로 발표되고 있어, 연구성과를 타 기관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

분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기술을 수치 시뮬레이션 또는 모형 타워구조물을 이용한 검증 

수준이고, 실제 터빈의 운영을 고려한 사례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대형 해상풍력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미활용 및 신규 현장 실증 과제 필요

지난 정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맞추어 수

많은 해상풍력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된 바 있으나, 대형 과제에서조차 현장실증 단

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술이 수치 시뮬레이션 및 실내 실

험을 통하여 검증한 상태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제 풍력터빈에 대한 실증 및 Track 

Record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에서 최근 수행하고 있는 RAVE(Research at 

Alpha VEntus)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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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RAVE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를 설치한 바 있는 REpower 5MW 

터빈과 Areva 5MW 터빈

http://nenmore.blogspot.kr/2013_05_01_archi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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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측평가 기술 적용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동특성 추정 기법

이 연구에서는 여러 실험모드해석 방법 중 주파수영역기법 중 하나인 최소자승법(LSM, 

Least-Square Method)과 주파수영역분해(FDD,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방법

(Brinker et al., 2000)을 기반으로 제안된 LS-FDD(Least-Square based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방법(Yi et al. 2013)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중인 풍력터빈의 주요 저차모드

를 분석하고,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시간영역기법 중 대표적인 방법인 추계론적 부

공간규명법(SSI, Stochastic Subspace Identification)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가. 최소자승법 기반 주파수영역분해기법

LS-FDD 방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FDD 방법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 비교적 넓

은 주파수 영역에서 일정한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다음 식 (3.1)과 같이 구조물 

응답의 PSD(power spectral density) 함수()를 특이치 분해(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함으로써, 근사적으로 주파수 응답함수(FRF, Frequency Response Function)

를 구할 수 있고, 이로부터 모드형상이나 고유주파수 등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

발하고 있다. 여기서 고유주파수는 대각행렬인 특이치 행렬()의 첫 번째 특이치()의 

정점(peak)을 읽음으로써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첫 번째 특이치의 형태가 고유주파수를 

중심으로 단자유도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함수와 근사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Brinker 

et al., 2000). 

  (3.1)

LS-FDD에서는 FDD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번째 모드를 고유주파수로 갖는 단자유도 

시스템의 FRF로부터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식 (3.2)의 FRF에 포함되어 있는 ,  및 

를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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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나. 추계론적 부공간 규명법

구조물의 동특성을 보다 엄밀하기 추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추계론적 부공간 규명법

(SSI(Stochastic Subspace Identification))은 응답자료의 상관행렬(correlation matrix)을 요소

로 갖는 블록 행켈 행렬(block Hankel matrix)을 특이치 분해(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하여 고유주파수 및 모드감쇠비 등 구조물의 동특성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행켈 행렬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SSI-BR(Balanced Realization)과 SSI-CVA(Canonical 

Variate Analysis)로 나눌 수 있다(Overschee and De Moor, 1996; Peeters and De Roeck, 

1999; Hermans and Van Der Auweraer, 1999; Yi and Yun, 2004). 이 연구에서는 보다 안

정된 결과를 구할 수 있는 SSI-CVA 방법을 적용하였다(Yi et al. 2004). 추계론적 부공간 

규명법에 대해서는 기존 문헌을 참조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우선 SSI-CVA 방법은 하중을 랜덤정규분포하중으로 고려한 추계론

적 이산상태방정식(식(3.3) 참조)으로부터 식 (3.4)의 상호상관행렬(R)을 구하여 블록 행

켈 행렬을 구성하게 된다.

zAzw
yCzv

 (3.3)

R yy CA  zy CA G (3.4)

여기서, A, C는 각각 시스템행렬과 관측행렬이며, z와 yk는 각각 상태벡터(state 

vector) 및 관측벡터(observation vector)이다. G≡ zy 이며, w와 v는 각각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랜덤 정규분포 하중벡터와 관측벡터에 대한 노이즈벡터이다. 식 

(3.4)의 상호상관행렬을 요소로 갖는 블록 행켈 행렬 H 

 을 구성하고, 이를 Q-R 분해하

게 되면 식 (3.5)의 마지막 등호관계와 같이 가관측성 행렬과 확장 가제어성 행렬

(extended controllability matrix)로 분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Hn n 

SSI 





R ⋯ R n 

⋮ ⋱ ⋮R n 
⋯ Rn  n  










 CG ⋯ CAn  G
⋮ ⋱ ⋮

CAn  G ⋯ CAn  n  G











C
⋮

CAn   




 G ⋯ An  G  O n 

C n 

ex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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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
≡






C
⋮

CAn 




, C

  G ⋯ AG 이다. SSI-CVA는 식 (3.5)의 블록 행켈 행렬 

(H
 ) 전후에 다음과 같이 역변환이 가능한 가중치 행렬 W과 W(식 (3.6b), (3.6c) 참조)

를 곱한 후, 이를 SVD하여 식 (3.6a)에서와 같이 유니터리 행렬(U)과 특이치행렬()을 구

하게 된다. 그리고 식 (3.6d)와 같이 가중치 행렬 W과 특이치분해를 통하여 구한 U, 

을 이용하여 가관측성 행렬을 구할 수 있다(Hermans et al., 1999).

WH

W  U U 



 
 








V

T

V
T



≈UV

R⇔WOn
Cn

extW (3.6a)

W  L  , W   L   (3.6b)

R 






R ⋯Rn

T
⋮ ⋱ ⋮

Rn ⋯ R





LLT, R 






R ⋯Rn 

T
⋮ ⋱ ⋮

Rn⋯ R





LLT  (3.6c)

∴On
W

 U
 (3.6d)

최종적으로 시스템 행렬 A은 식 (3.7)에서와 같이 O  행렬에서 각각 아래와 위로 한 

블록을 뺀 나머지 행렬 O 

↑ 와 O    로부터 구할 수 있다.

On
↑ OnA (3.7)

where On 
↑ ≡






CA
CA

⋮

CAn 





 , On ≡






C

CA
⋮

CAn 







그리고 연속상태방정식의 고유치(),고유진동수()와 모드감쇠비()및 계측자유도에서

의 실제 모드벡터(k)는 시스템행렬 A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 (3.8), (3.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AM (M⋯ ,  ⋯ N  (3.8)

 ∆


,  ,   , k Ck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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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상추정 기법

수치해석 모델의 개선 또는 검증을 위해 주로 두 점 이상의 계측 데이터 간의 상관

(Correlation)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Allemang and Brown, 1982, Baker, 1996, 

Mottershead and Friswell, 1993). 또한 상관 기법(Correlation technique)은 모달 기반과 응

답(신호) 기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파수 응답 상관 기법을 이용한 응답 

기반의 손상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주파수 응답 상관 계수 (Frequency 

Response Assurance Criterion)는 아래 식과 같다(Heylen and Lammens, 1996).

 

  


 

 
 

(3.10)

여기서,    : i, j 점에서의 예측된 주파수 응답함수

           : i, j 점에서의 계측된 주파수 응답함수

              : 에르미트 (Hermitian conjugate)의 열벡터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주파수 응답함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파수 응답 상관 계수의 확장된 코히런스 함수 (Coherence function)를 적용하여 손상 

추정 및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코히런스 함수는 아래 식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3.11)

여기서,  는 i, j 점에서의 계측된 코스펙트럼이고,  와  는 각각 i, j 점에

서의 계측된 파워스펙트럼밀도이다. 이때, Cohij는 주파수에 따라 0에서 1까지 분포하며, 

코히런스 함수를 아래 식과 같이 모든 주파수대역에서 적분을 취해 얻은 값을 손상추정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3.12)

따라서 건전상태일 때의 AIC 값을 기준으로 상한값과 하한값을 설정한 후, 손상 상태의 

AIC 값과의 비교를 통해 손상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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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모형을 이용한 손상평가

1. 국내외 풍력발전 타워의 유지관리 기술 개요

국외 풍력발전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준은 IEC 61400-25 (2006) 와 GL 

Renewable Guideline (2013이하, GL 규정)등 이 있으며, 여기서는 GL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력발전 타워의 유지관리 기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GL 규정에서의 풍력

발전 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상태감시시스템(CMS, control monitoring system)을 기반으로 

풍력터빈의 주요 위치에서 계측 및 신호분석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다. 그 예로써, 아래 표는 풍력발전 타워의 진동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위치와 

계측 센서의 최소 요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Component of 

the wind turbine

Necessary number 

of sensors per 

component

Direction of 

measurement
Frequency range

Rotor bearing 1(+1)* radial + axial 0.1 Hz ...≥ 10 kHz

Gearbox 4+1 radial + axial

0.1 Hz ...≥ 10 kHz 

at low speed shaft

10 Hz ...≥ 10 kHz 

at high speed shaft
Generator 

bearing
2 radial 10 Hz ...≥ 10 kHz

Tower with 

nacelle
(2)

a) axial in wind 

direction

b) transversal to a)

0.1 Hz ...≥ 100 Hz

Rotor blade (2)

a) in rotor axis 

direction

b) transversal to a)

0.1 Hz ...≥ 10 kHz

표 3.1 측정 위치와 계측 센서의 최소 요구 사항 (GL Renewable Guideline, 2013)

* ( )에 나타낸 값은 선택사항-

그리고 아래 표는 측정 부위별 응답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위 표와 같이 상태감시시

스템 안에 풍력발전 타워구조물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선택사항으로 나셀 및 로터에 

비해 중요도 면에서 다소 낮게 고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내 풍력터빈 제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형 터빈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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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풍력발전 타워에 대한 유지보수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

근, 오정배 등(2015)의 “해상풍력 유지보수 기술”에 의하면, 풍력터빈의 타워 유지보수

는 (1) 전력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점검, (2) 타워 섹션 볼트 점검, (3) 타워 내부 구성요소 

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과 (3)의 경우에는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안전성보다도 풍

력터빈의 가동 및 유지보수시의 작업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의 경우

는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일반적인 정기적인 유지 보

수 시에 타워플랜지 체결볼트의 이상 유무 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

고 있다. 이와 같이 GL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력터빈의 유지관리 시스템은 나셀과 

로터의 부품들 (로터 베어링, 기어 박스, 증속기 베어링 등) 위주의 상태감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모형을 이용하여 타워구조물 모형의 건전

상태와 손상상태시 풍력터빈의 작동에 따른 가속도, 변형률, 경사 응답을 계측하고, 손상

추정기법을 적용하여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손상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구조 건전성 및 손상 추정 알고리즘의 적용성을 검

토하고자 하였다.

Components of the wind turbine
Rolling bearings Gears Vibrations 

of the 

nacelle, 

tower and 

other

Generator Gearbox
Rotor 

bearing

Planetary 

stage

Helical 

gear 

stage

P
roce

du
res

Broadband 

characteristic 

values

x x x

Envelope spectra x x x x x
Frequency-selecti

ve characteristic 

values from the 

envelope spectra

x x

High-resolution 

amplitude spectra
x x x

Frequency-selecti

ve characteristic 

values from the 

amplitude spectra

x x x

표 3.2 측정 부위별 응답 및 해석 절차 (GL Renewable Guideli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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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실험 개요

실내실험을 통한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진동기반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3MW급 풍력

터빈의 재원을 바탕으로 산업용 모터를 이용하여 로터를 설계하였고, 타워구조물에 진동

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풍력발전 타워의 스케일은 약 1/50을 적용하였다. 아

래 그림은 실내실험을 위한 풍력발전 타워모형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풍

력발전 타워의 형상을 갖는 실험모형을 제작하는 경우, 저차 모드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 

커플링 효과 등에 의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모드 분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아

래 그림과 같이 단순한 직사각형 각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1축 방향이 지배적인 성분이 

되도록 타워의 단면을 70 mm(B) × 30 mm(D) × 1.6 mm(t)의 각형 단면을 사용하였고, 높

이는 1500 mm(H) 이다. 또한 손상평가의 모사를 위하여 타워를 3개의 섹션으로 나눠 볼

트로 연결하였다. 풍력발전 타워의 변위는 로터 회전속도를 200 rpm, 400 rpm 그리고 

600 rpm으로 조정하여 자체적으로 변위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풍력발전 타워

에 작용하는 응답은 타워의 높이별로 추력이 발생되는 방향에 가속도계, 변형률계 및 경

사계를 설치하여 계측하였다. 이 때, 샘플링 주파수는 1200Hz이며, 계측시간은 60분이다. 

경사계 (2개 채널)

가속도계 (7개 채널)

스트레인게이지 (1개 채널)

변위계 (1개 채널)

#1

#2

#3

#4

#5

#6

#7

500
500

500

1500

Flange 1

Flange 2

Foundation

그림 3.1 풍력발전 타워모형의 제원 및 센서 배치도

아래 그림은 풍력발전 타워 모형에서 충격실험을 통한 가속도, 변형률, 경사 응답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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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력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표는 풍력발전 타워의 손상 유형별 시나리오를 나타

낸 것이며, 풍력발전 타워의 손상은 볼트의 풀림을 이용하였으며, 지표면(Foundation), 타

워 섹션 1&2의 플랜지, 타워 섹션 2&3의 플랜지에 대해 총 3곳의 위치별로 볼트를 1개 

또는 2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지표면의 볼트 1개와 2개를 순차

적으로 완전히 제거한 후 로터 회전속도 200 rpm, 400 rpm, 600 rpm에 대해서 가속도, 

변형률, 경사 응답을 계측한 후, 제거 했던 볼트를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섹션 1&2 및 섹션 2&3의 플랜지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실내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림 3.2 충격실험에 의한 가속도, 변형률 및 경사 응답에 대한 시간이력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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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손상 시나리오

Damage case Damage location Loosed bolt Operation (RPM) Bolt location

Health State (HS) - -
200

-400
600

Foundation Damage 

Sate (FDS)
Foundation

Bolt 1
200

Y-dir.

X-dir.

B1 B4

B2 B3

400
600

Foundation Damage 

State (FDS)
Bolt 1&3

200
400
600

Flange 1 Damage 

State (F1DS)
Tower flange 1

Bolt 1
200
400
600

Flange 1 Damage 

State (F1DS)
Bolt 1&3

200
400
600

Flange 2 Damage 

State (F2DS)
Tower flange 2

Bolt 1
200
400
600

Flange 2 Damage 

State (F2DS)
Bolt 1&3

200
400
600

3.  손상추정 결과

아래 그림은 로터 회전 속도(200 rpm, 400 rpm 및 600 rpm)에 따른 풍력발전 타워의 

손상지수(AIC)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점선은 손상이 없을 경우의 손상지수의 

분포를 이용하여 결정한 손상지수 허용값의 상한치(Upper limit)과 하한치(Lower limit)이

며, 이 값은 손상이 없을 때의 손상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고려하여 

구한 값이다. 즉, 손상지수 값이 정규분포라고 가정했을 때, 약 99.7%의 확률 이내에 포

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AIC12와 AIC13은 타워 플랜지2에 가까운 센서를 이용하

여 얻은 것이며, AIC14와 AIC15는 타워 플랜지1에 가까운 센서를 이용하여 얻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AIC16과 AIC17은 기초에 가까운 센서를 이용하여 얻은 것이다.  

로터 회전속도가 200 rpm 일 때, 손상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플랜지1(F1DS)의 손상과 

플랜지2(F2DS)에서 손상위치를 비교적 잘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AIC12, AIC13, AIC14 

및 AIC15). 그러나 손상 정도에 따른 결과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손상

(FDS)의 경우에는 손상의 위치 또한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AIC16, AIC17).

로터 회전속도가 400 rpm 일 때, 손상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AIC12의 경우, 비교적 손

상 위치를 잘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상이 커지면 손상 추정이 더 잘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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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러나 AIC13의 경우, 손상 정도가 클 때, 타워 플랜지2와 기초 손상까지 추정

이 가능하지만, 손상이 작은 경우에는 손상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IC15

와 AIC16의 경우, 기초 손상은 손상 추정을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AIC14와 AIC17의 

경우에는 손상의 위치 및 손상정도에 따른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로터 회전속도가 600 rpm 일 때, 손상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AIC12와 AIC13의 경우, 타

워 플랜지2 손상이 큰 경우, 손상 추정을 잘하지만, 손상이 작은 경우에는 추정이 안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C14의 경우, 손상의 정도에 상관없이 타워 플랜지1의 손상

뿐만 아니라, 타워 플랜지2의 손상까지도 비교적 잘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IC15와 AIC16의 경우에는 손상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AIC17의 경우에는 기

초 손상을 비교적 잘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기반 손상 추정법을 이용한 손상추정 결과, 진동 응답이 크고 기초 및 타워 플랜지 

손상이 큰 경우, 손상위치를 비교적 잘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동 응답이 작은 

경우, 손상 정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경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의 결과는 풍력발

전 타워구조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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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손상 추정 결과 (2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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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손상 추정 결과 (400 rpm)



- 29 -

0.3

0.4

0.5

A
IC

HS
Removed Bolt 1
Removed Bolt 1&2

HS FDS F2DSF1DS

AIC12 (600 RPM)

0.3

0.4

0.5

A
IC

HS
Removed Bolt 1
Removed Bolt 1&2

HS FDS F2DSF1DS

AIC13 (600 RPM)

0.3

0.4

0.5

A
IC

HS
Removed Bolt 1
Removed Bolt 1&2

HS FDS F2DSF1DS

AIC14 (600 RPM)

0.3

0.4

0.5

A
IC

HS
Removed Bolt 1
Removed Bolt 1&2

HS FDS1 F2DSF1DS

AIC15 (600 RPM)

0.3

0.4

0.5

A
IC

HS
Removed Bolt 1
Removed Bolt 1&2

HS FDS F2DSF1DS

AIC16 (600 RPM)

0

0.005

0.01

0.015

A
IC

HS
Removed Bolt 1
Removed Bolt 1&2

HS FDS F2DSF1DS

AIC17 (600 RPM)

그림 3.5 손상 추정 결과 (6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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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형풍력터빈에 대한 동적설계변경

1. 소형풍력터빈에 대한 연구 개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지속적인 유가하락 및 안정적인 국내 전력공급 등으로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최근 둔화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 중

심의 국내 전력공급체계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및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

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 이후 강화되고 있는 

탄소배출 의무저감 차원에서 본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는 여전히 필

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Jang et al., 2014).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력발전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경

제성이 우수하고 기술력 또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단가가 지속적

인 기술개발로 이미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단가와 유사한 수준, 즉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EIA, 2016).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풍력발전단지가 

내륙에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총 시설용량은 804MW에 이르고 있다. 또

한 최근에는 발전단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많

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 발전단지 건설에는 수 MW급의 상용풍력터빈

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소형 풍력터빈은 도심형 풍력발

전 혹은 에너지 자립섬 사업과 같이 독립전력체계구축사업에서 필요한 규모의 터빈이라 

할 수 있다(Jeong et al., 2015).

수 kW에서 수십 kW에 이르는 중소형 풍력터빈은 양력식 또는 항력식, 수평축 또는 수

직축, 2엽, 3엽, 또는 4엽 등 다양한 형태의 터빈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효율향상을 위

한 최적설계 부분의 연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개별 터빈의 전체적인 구조 동특성 평가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05). 이 연

구에서는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을 실제 운영 중인 터빈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 A사에서 개발, 현재 시험운영 중인 10kW급 2엽 양력식 수직축 풍력터빈을 

대상으로 고유주파수 및 모드감쇠비 등의 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로터 회전수가 30RPM 부근일 때 발생하고 있는 진동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

며, 결론적으로 풍력터빈 구조물에 대한 현장계측을 통하여 이러한 진동의 원인이 로터 

회전수의 4배에 해당하는 4P 가진성분과 1차 모드의 공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공

진이 발생하는 로터 회전수를 증가시켜 발전가능한 운영 범위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강재 타워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진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콘크리트 충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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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고유주파수 증가 효과를 현장계측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운

영 조건을 고려하여 중소형 풍력발전 타워를 설계하거나 전체 시스템의 공진여부를 검토

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대상 터빈 및 현장실험 개요

이 연구에 사용된 10kW급 수직축 풍력터빈은 그림 3.6과 같이 2엽 터빈이며, 양력식 

터빈으로 블레이드의 끝이 안쪽으로 굽은 윙렛(winglet) 형식을 채택하여 소음을 감소시

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 콘크리트 블록에서부터 너셀까지의 타워 높이는 10 m이

며, 블레이드의 직경, 즉 2엽 블레이드 중심축 사이의 거리는 6.0 m, 그리고 블레이드 길

이는 7.0 m이다. 로터 및 발전기는 동일한 제원의 2단 강재타워로 지지되고 있으며, 타워

의 직경 및 두께는 각각 800 mm, 25 mm이다. 

풍력터빈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가속도 응답을 계측하기 위하여 기초로부

터 4 m, 7 m, 10 m, 12 m 높이에서 아래 그림 3.7(a)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X, Y, 

Z축을 정의할 때, X 방향으로 2개 지점, 그리고 Y 방향으로 1개 지점 등 총 12개 지점에 

대하여 가속도계를 설치하였다.

그림 3.6 대상 터빈

(a) 축의 정의 (b) 센서 번호
그림 3.7 설치 센서

이틀 동안 진행된 실험에서 풍속 3 m/s 이하로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첫째 날에는 터

빈 정지 시 충격진동시험(IVT, impact vibration tests) 및 상시진동시험(AVT, ambient 

vibration tests)을 수행하였고, 풍속 7~10 m/s로 풍황조건이 비교적 양호하였던 둘째 날 

오전에는 발전 시 상시진동시험 및 정지시험(BT, braking test)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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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은 각각의 실험을 통하여 계측된 가속도계 응답 신호와 이들의 PSD 함수를 정

리한 것으로 로터가 회전하지 않는 조건에서 실시한 충격시험과 상시진동시험, 그리고 

로터가 회전하는 발전 시 상시진동시험 및 정지시험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가속도 

시계열을 보면, 충격시험과 정지시험을 통하여 자유진동신호(free vibration response)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크기만 비교할 때 동일한 상시진동시험이라 하더라도 발전 

시, 즉 로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상시진동 응답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파

수 영역 결과를 볼 때, 로터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터 회전에 따른 가진력의 주파

수 성분이 배제된 구조물의 모드에 따른 주파수 성분을 PSD 함수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a) 충격가진시험

(b) 미발전시 상시진동시험

(b) 발전시 상시진동시험

(b) 발전시 강제정지시험
그림 3.8 가속도 시간이력 및 PSD

(NF와 P는 각각 고유주파수와 가진성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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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가 회전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모드에 해당하는 고유주파수 외에 가진력의 주파수 성

분을 동시에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험모드해석 결과

가. 주파수영역 방법을 이용한 실험모드해석 결과

로터가 회전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충격시험 및 상시진동시험을 통하여 추정한 고유주

파수 등을 표 3.4와 표 3.5에 정리하였다. 그림 3.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로터가 정지한 

상태에서의 충격시험과 상시진동시험에서는 특정한 가진력의 주파수 성분(excitation 

frequency component)은 찾을 수 없고, 구조물의 동특성인 1차 및 2차 모드의 고유주파

수를 찾을 수 있다. 2차 모드의 경우 추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충격시험과 상시진

동시험 결과는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X-X 방향의 1차 주파수와 Y-Y 방향의 

1차 주파수가 각각 2.1Hz, 2.2Hz로 5% 정도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는 그림 3.8(a)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X-X 방향과 Y-Y 방향으로의 기초 콘크리트 블록이 지반에 묻힌 

상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조건에 의한 영향이 1

차 모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2차 모드의 경우, X-X 방향과 Y-Y 방향의 고유주파

수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X-X direction Y-Y direction
f1 f2 f1 f2

1st IVT 2.109 5.277 2.181 5.255 
2nd IVT 2.096 - 2.193 -
3rd IVT 2.092 5.297 2.199 5.299 
Average 2.099 5.287 2.191 5.277 
COV* 0.414 0.269 0.409 0.594 

* COV denote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표 3.4 충격가진시험에 의한 고유주파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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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direction Y-Y direction
f1 f2 f1 f2

1st AVT 2.086 5.245 2.187 5.290 
2nd AVT 2.096 5.269 2.195 5.294 
3rd AVT 2.108 - 2.200 5.302 
4th AVT 2.105 - 2.189 5.296 
5th AVT 2.101 - 2.199 5.300 
Average 2.099 5.257 2.194 5.296 
COV 0.405 0.316 0.257 0.090 

* COV denote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표 3.5 상시진동시험에 의한 고유주파수 분석 결과

한편,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계측한 상시진동시험과 급정지 시험을 통하여 계측한 신호

에서는 그림 3.8(c)(d) 및 표 3.6과 표 3.7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로터 회전에 따른 가진 

주파수(excitation frequency)를 분석할 수 있다. 3엽 터빈의 경우 1P, 3P, 6P의 주기성분

(harmonic frequency component)이 발생하는데 비하여(Osgood 2001), 2엽 터빈의 경우 그

림 3.8(c)(d)에서와 같이 1P, 2P, 4P 등의 주기 성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

을 수행한 풍속조건에서 로터의 회전수는 27~29RPM이었으며, 이러한 로터 회전수에서의 

4P 성분의 경우 구조물의 1차 고유주파수와 매우 근접한 1.80~1.93Hz로 회전수가 증가할 

경우 1차 모드와의 공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지시험 시의 계측응답

을 이용하여 분석한 1P, 2P, 4P 등 가진주파수 성분은 상시진동시험의 값보다 작은데 이

는 급정지 시험을 수행할 때 풍속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로터의 회전수도 약간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 한편 급정지 시험을 통하여 자유진동응답(free vibration responses)을 얻

을 수 있는데, 특히 타워의 중심축을 축으로 회전하는 로터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타워의 

비틀림 응답이 지배적으로 발생한다. Fig.4는 동일 높이에서의 가속도 차를 센서 간 거리

(0.8m)로 나눈 각가속도의 PSD로 이를 통하여 첫 번째 비틀림 모드가 21.1Hz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9 비틀림 각가속도의 PSD



- 35 -

한편 1차 모드의 고유주파수를 보면, 로터가 회전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충격시험 및 상

시진동시험에 의한 X-X 방향의 경우, 2.099Hz로 추정된 반면, 로터가 회전하는 조건에서

의 상시진동시험 및 급정지시험의 경우 2.039~2.051Hz로 추정됨을 알 수 있다. 즉 로터가 

회전하지 않을 때보다 2.3~2.9%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풍속이 낮아 로터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속이 높아 로터가 회전하고 또한 발전하는 경우 하중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변위가 증가하여 시스템의 강성이 감소하는 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하중 증가 등의 효과는 가속도 응답의 크기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즉, 1차 모드가 발생하는 주파수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로터가 회전하지 않는, 즉 풍

속이 낮은 조건에서의 PSD값이 대략  수준인 반면, 로터가 회전하는, 즉 풍속이 

높은 조건에서의 PSD값은 대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비선형성은 

기초 콘크리트 블록과 지반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사료된다. 특히 강제 정지

시험을 수행할 때의 감소량이 더 큰 것은 강제 정지 시 더 큰 하중이 발생하였음을 의미

한다.

Modes
X-X direction Y-Y direction

Freq(Hz) Freq/Freq(1P) Freq(Hz) Freq/Freq(1P)
1P 0.4639 1.0000 0.4639 1.0000
2P 0.9521 2.0526 0.9521 2.0526
4P 1.9043 4.1053 1.9043 4.1053

1st Mode 2.0508 - 2.1484 -

표 3.6 발전시 상시진동시험에 의한 고유주파수 분석 결과

Modes
Operational Test Braking Test

Freq(Hz) Freq(Hz)
1P 0.4639 N/A
2P 0.9521 0.9033
4P 1.9043 1.8311

1st Bending Mode 2.0508 2.0386
2nd Bending Mode N/A 5.2612
1st Torsional Mode N/A 21.1182

표 3.7 발전시 강제정지진동시험에 의한 고유주파수 분석 결과

나. 시간영역기법을 이용한 구조물의 동특성 분석

앞절의 연구에서는 최소자승법(LSM(Least-Square Method))과 주파수영역분해

(FDD(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방법(Brinker et al., 2000)을 기반으로 제안된 

LS-FDD 방법(Yi et al., 2013)을 이용하여 풍력터빈의 모드를 분석한 바 있다(Y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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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Yi et al., 2017). 한편 이 연구에서는 계산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는 하나 

고유주파수 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SSI-CVA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구

조물의 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아래의 그림 3.10은 미발전 시의 가속도 응답에 대하여 

SSI-CVA 방법을 적용하여 구한 안정화도(stabilization chart)로 2개 모드에 대하여 안정된 

해를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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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주파수영역분해법 및 추계론적 부공간규명법에 의한 모드추정

아래의 그림 3.11은 1차 모드와 2차 모드의 모드형상을 비교한 것으로 1차 모드가 캔티

레버 보(cantilever beam)에서의 전형적인 1차 굽힘 모드의 모드형상이라면 2차 모드는 

상부 지지부재가 상대적으로 작게 변형되는 모드형상으로 상부 지지부재의 영향이 반영

된 국부 모드(local mode)의 모드형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표 3.8은 기존 연구에서 구

한 고유주파수와 이 연구에서 분석한 고유주파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번 연구에서 적

용한 SSI-CVA 방법을 이용하여 동특성을 추정한 결과를 기존 LS-FDD 방법에 의한 결과

와 비교하면 1차 모드의 고유주파수에 대한 평균은 2.101Hz로 기존 2.099Hz와 매우 가까

운 결과를 얻은 반면, 분산계수는 0.36%로 LS-FDD 방법의 0.405%보다 0.045%p 작게 추

정되어, 상대적으로 분산이 작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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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모드형상

LS-FDD SSI-CVA 
f1 f2 f1 f2

1st Test 2.086 5.290 2.092 5.274
2nd Test 2.096 5.294 2.095 5.280
3rd Test 2.108 5.302 2.111 5.287
4th Test 2.105 5.296 2.103 5.282
5th Test 2.101 5.300 2.103 5.283
Average 2.099 5.296 2.101 5.281
COV(%) 0.405 0.090 0.360 0.090

* COV denote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표 3.8 미발전시 상시진동시험에 의한 고유주파수 분석

4. 동적모델 수정 후 풍력터빈 구조물의 동특성 평가

가. 풍력터빈 구조물의 동적모델 수정

로터 회전수가 30RPM 부근에서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4P 주기성분의 가진

력과 1차 모드와의 공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발전량을 늘이고 진동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로터 회전수 구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구조물 1차 모드

의 고유주파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 강재 타워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진함으로써 강성을 증가시키고, 고

유주파수 역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충진 높이가 과도할 경우 강성증가 

효과보다는 질량증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치해석을 통하여 최적 충진 높이를 결정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3.12(a)의 제원을 이용하여, 그림 3.12(b)와 같이 상용 구조해석프로

그램 LUSAS를 이용하여 풍력터빈 구조물에 대한 모드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델링을 위하

여 타워와 플랜지, 보강재 및 상부 디스크 등은 4절점 쉘요소로 모델링하고, 타워 상부의 

터빈 지지 부재는 2절점 보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이때 블레이드와 발전기 등은 

타워 상부에 집중질량으로 고려하였으며, 기초부는 모델링하지 않고 타워 하단부를 완전 

고정 지지 조건으로 고려하였다. 실제 기초강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포함

하지 않았으며 실제 강성변화 등에 따른 고유주파수의 증가 혹은 감소비율은 초기 모델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은 유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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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다(Lee et al., 2005).

아래의 그림 3.13은 콘크리트 충진 높이에 따른 1차 모드 고유주파수의 증가율을 정리

한 것으로 충진 높이가 7 m일 때 고유주파수가 20.4% 증가되고, 이보다 높게 충진할 경

우 오히려 고유주파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풍력발전 타워 내부에 7 m 높이까지 콘크리트로 충진하도록 계획하였다.

(a) 타워구조물 제원 (b) LUSAS 모델링

그림 3.12 타워 제원 및 LUSAS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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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타워 내부 콘크리트 충진 높이에 따른 고유주파수 증가율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풍력터빈 강재타워 내부에 콘크리트를 7 m 높이까지 충진한 

후 양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현장계측을 실시하였다. 콘

크리트 충진 전 실시한 현장계측에서와 동일한 위치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상시진동을 

계측하였으며, 현장계측 당시 바람이 약하여 로터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바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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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진동을 계측하는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음의 그림 3.14는 콘크리트 충진 후 

현장계측을 통하여 구한 가속도 응답을 이용하여 SSI-CVA를 통하여 구한 안정화도로 

2.5Hz와 5.3Hz 부근에서 두 개의 안정된 모드가 추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콘크리트 충

진 전 후의 고유주파수의 비교 결과를 표 3.9에 정리하였다. 첫 번째 모드의 경우 기존 

2.1Hz에서 2.5Hz로 20% 이상 고유주파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모드의 고유주파수가 증가한 것과 달리 두 번째 모드의 경우 0.2%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두 번째 모드의 경우 타워 상부의 로터 지지부재가 변형하는 국부모드로 타워

구조물의 강성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이다. 또한 1차 모드가 21.3% 

증가한 것은 수치해석 결과 콘크리트를 7 m 충진할 경우 20.4% 증가하였던 결과와 비교

할 때 오차가 0.9%p로 작고 따라서 매우 일치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수치해석 

모델에 대하여 모델 개선(model updating) 등을 통하여 고유주파수를 계측에 의한 값과 

일치시키지 않더라도 강성의 변화에 따른 변화율을 보는 데는 충분한 수준의 수치해석 

모델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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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주파수영역분해법 및 추계론적 부공간규명법에 의한 모드추정

Natural frequencies (Hz)

Increasing ratio (%)Before concrete 

filling
After concrete filling

1st mode 2.101 2.550 21.3
2nd mode 5.281 5.293 0.2

표 3.9 콘크리트 충진 전후의 고유주파수 비교

5. 소결

우선 현장실험에 실험모드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충격진동실험과 상시진동실험, 급정지실

험 등으로부터 10kW급 소형 수직축 풍력터빈 구조물의 주요 저차 모드 고유주파수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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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소결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굽힘모드의 경우 모든 실험을 통하여 주요 저차 모드의 고유주파수를 추정할 수 있

었으며, 비틀림 모드의 경우 비틀림 응답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급정지실험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2) X-X 방향으로의 고유주파수와 Y-Y 방향으로의 고유주파수가 4.5%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기초 콘크리트 블록이 지반에 묻힌 조건이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며, Y-Y 방향으로의 지반 강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실험 당시 로터는 27~29 RPM으로 회전하였으며, 로터의 회전주파수에 해당하는 1P 

성분을 비롯하여 2P, 4P 가진주파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진주파수를 구조

물의 고유주파수와 비교할 때, 구조물의 X-X 방향 1차 모드의 고유주파수와 4P 가진주

파수가 각각 2.1Hz와 1.9Hz로 매우 근접하여, 4P 성분의 영향이 풍력터빈 구조물의 전체

적인 동적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가진성분임을 확인하였다.

(4) 구조물의 공진회피설계와 관련하여 기존 3엽 수평축 풍력터빈의 경우, 구조물의 고

유주파수가 1P와 3P 가진주파수를 회피하도록 설계하는데 비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2엽 수직축 풍력터빈의 경우 4P 가진주파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을 알 수 있었다.

(5) 풍속이 높아져 로터가 회전하고 외력이 증가하는 경우, 풍력터빈 구조물의 1차 고

유주파수가 2.3~2.9%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기초 콘크리트 블록과 지

반 사이의 비선형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SSI-CVA 방법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고유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기존 LS-FDD 방법

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고유주파수를 구할 수 있었다.

(7) 발전량 증대 및 진동 감소를 위하여 강재 타워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진함으로써 기

존 풍력터빈 구조물의 1차 모드 고유주파수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수치해석결과 콘크

리트를 7 m 높이까지 충진할 경우 고유주파수가 20.1%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8) 콘크리트를 충진한 후 현장계측을 실시하여 1차 모드의 고유주파수가 기존 2.1Hz에

서 2.54Hz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진회피를 위한 RPM 최대값 비교

할 때, 기존 30RPM에서 36RPM으로 20% 이상 늘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궁극

적으로는 공진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Licar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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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대형 풍력터빈 장기 모니터링

1. 장기 모니터링의 목적

풍력발전터빈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주로 로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전설비에 대

하여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quisition) 및 CMS(Condition Monitoring 

System)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래 그림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붕괴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태백에서 

발생한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붕괴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SCADA와 CMS 자료만으로는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a) V52 turbine (850kW) in Donegal, 

Ireland (2013년)

(b) 38-ton turbine in Kyoto, Japan 

(2013년)

그림 3.15 국외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피해 사례 (1)

(a) Wind Turbine in Scotland, UK 

(2017년)

(b) 98m wind turbine in Germany 

(2016년)

그림 3.16 국외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피해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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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MW wind turbine, Taebaek, Korea (b) 2MW wind turbine, Taebaek, Korea

그림 3.17 국내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피해 사례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60306_0011431693

또한 COP21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라 풍력터빈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적합한 성능 평가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Kim et al., 2016; Yamamoto et al., 2007). 

따라서 우리나라 풍기후 실정에 맞는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유지관리기술 개발을 위

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풍력터빈에 대한 응답계측을 통한 실측 자료 확보 및 분석이 우

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에서 운영 중인 2MW급 상용풍력발

전 타워구조물에 대하여 변형률, 경사, 가속도 등 대표적인 구조응답을 장기 계측하여 풍

력발전 타워구조물의 동특성 및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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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모니터링 개요

장기계측을 위한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일대에 위치

고 있으며, 총 10기로 풍력발전 단지를 이루고 있다. 그 중 2호기를 대상으로 장기계측을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은 대상 풍력발전의 전체적인 치수 및 계측 센서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상 풍력터빈은 크게 타워, 로터 및 나셀로 구성되어 있다. 허브(Hub)의 높이는 

78m, 로터의 직경은 80m이며, 양력식 터빈으로 정격출력은 2MW이다. 대상 풍력터빈의 

상세한 제원은 아래 표로 나타내었다.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모니터링은 2016년 10월부

터 수행 중에 있으며, 변형률, 가속도 및 경사 응답(샘플링 주파수는 100Hz)을 계측하고 

있다. 계측 센서는 가속도계, 경사계, 변형률계로 구성되어 있다. 변형률계는 모멘트가 가

장 크게 작용하는 기부(지표면) 부근에 설치하였고, 가속도계는 모드형상 및 주파수 응답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위치에 배치하였으며, 경사계는 타워의 최상층 부근의 2개소

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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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2MW급 풍력터빈 및 센서 배치도

아래 그림은 변형률, 가속도 및 경사의 변동응답 특성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각 

센서에서의 변동응답은 10분 간격으로 산출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각 센서에서 얻어진 

변동변위 응답이 유사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즉, 풍력터빈의 작동에 따른 센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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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이 잘 계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ominal rating (MW) 2.0

The number of blade / Wind direction 3/Upwind

Blade Diameter (m) 80

Range of operating wind speed (m/s) 4 (cut-in) ~ 25 (cut-out), 17(rated)

Rotation speed (RPM) 9.9 (cut-in) – 16.7(rated)
Hub height (m) 78

Tower specification

Steel (S355)

External diameter (Bottom: φ4186, Top: 

φ2314)

Type of power control Pitch control

표 3.10 대형풍력터빈의 주요 제원

(a) 변형률 응답

(b) 경사 응답

(c) 가속도 응답 (X-direction)

(d) 가속도 응답 (Y-direction)

그림 3.19 변형률, 경사 및 가속도의 변동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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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결과 및 고찰

가.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동특성 평가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동적 특성은 LS-FDD (Least-squared based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아래 그림은 날짜별 1차 모드의 주파수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타워구조물의 고유주파수는 약간의 변동의 폭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0.31 Hz ~ 0.34 Hz 이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는 가속도 응답이 크게 발생한 2016년 12월14일 14시부터 23시까지의 10시간의 

계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고유주파수와 감쇠율을 나타낸 것이다. 1차 및 2차 모드의 

고유주파수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차 모드의 고유주파수는 

다소 변동의 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쇠율의 경우, 2차 모드의 감쇠율은 비

교적 유사한 값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1차 및 3차 모드의 감쇠율은 다소 큰 폭

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0 1차모드 주파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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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atural Frequency (Hz) Damping ratio (%)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1 0.322 2.559 - 0.2024 0.2001 -
2 0.323 2.559 - 0.2116 0.2013 -
3 0.323 2.560 7.887 0.2143 0.2010 3.7511
4 0.323 2.560 7.916 0.3396 0.2004 3.5515
5 0.323 2.559 7.910 0.4427 0.2001 5.6904
6 0.323 2.561 7.910 0.3517 0.2001 5.9654
7 0.323 25.63 8.029 0.4417 0.2001 2.8856
8 0.323 2.563 - 0.2009 0.2026 -
9 0.323 2.563 8.025 0.2396 0.2007 3.3227
10 0.323 2.564 7.861 0.3792 0.2014 4.4874

표 3.11 고유주파수와 감쇠율 추정 결과

 

나. 고유주파수와 로터 회전속도와의 상관 특성

아래 그림은 지난 2016년 12월14일 14시부터 16시까지의 3시간의 가속도 계측 데이터

를 이용한 파워스펙트럼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풍력발전 타워

구조물에 작용하는 1~3차까지의 고유주파수뿐만 아니라, 로터의 회전속도인 1p, 3p, 6p 

및 9p의 가진 성분까지도 추정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타워구조물의 고유주파수

와 로터의 회전속도가 일치하면 타워구조물의 공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진 

회피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Bossanyi, E., 2009).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로터 회전수를 고려한 1P와 3P 주파수 사이에 있도록 설계되

어 공진 회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P

f1=0.3174

3P
6P

f2 = 2.551

1P

f1

3P
6P

f2

f3

1P

f1

3P
6P

f2

f3f3 = 7.385

        (a) 12/14 14:00               (b) 12/14 15:00               (c) 12/14 16:00

그림 3.21 가속도 응답에 대한 파워스펙트럼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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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타워구조물의 1차 모드 주파수와 로터 회전속도를 고려한 가진주파수, 즉 

1P와의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고유주파수 및 로터 회전속도는 LS-FDD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로터의 회전속도에서 컷인 주파수(Cut-in frequency)는 약 

0.16 Hz(9.6 RPM)이며, 컷오프 주파수(Cut-off frequency)는 0.28 Hz(16.8 RPM)으로 풍력

터빈 주요 제원에서 나타낸 로터 회전속도와 잘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컷인 주

파수와 컷오프 주파수를 고려하여 1P 주파수 범위와 3P 주파수 범위를 고려할 때 고유주

파수가 1P와 3P 주파수 범위 사이에 있어 공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3.22 차모드 주파수와 로터의 회전속도와의 상관

다.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작용하는 굽힘모멘트의 산정

바람에 대한 타워구조물이 탄성 거동을 한다는 전제로, 변형률계에 의해 계측된 변형률

과 타워의 변형률이 같다면, 아래의 식에 의해 i 측정점에서의 타워의 응력 Si를 구할 수 

있다 (Yamamoto et al., 2007). 

   (3.13)

여기서, Si는 i 측정 점에서 타워구조물의 응력이고, εi는 i 측정 점에서 타워구조물의 

변형률, 그리고 E는 G.L.(Ground Level)에서 타워구조물의 탄성계수(= 2.1 GPa)이다. 다음

으로 아래의 식에 의해 타워구조물의 기부에서의 굽힘모멘트, M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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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3)

여기서, I는 i 측정점에서 타워의 단면2차모멘트이며 아래 식과 같다.

 

  
(3.14)

여기서, D는 i 측정 점에서 타워구조물의 외경, D’은 i 측정 점에서 풍방향(직각방향)

의 변형률계 간의 거리이며, t는 i 측정 점에서 타워구조물의 두께이고, α는 i 측정 점에

서 기부에서의 모멘트 거리 환산계수(=1.1)이다.

아래 그림은 위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굽힘모멘트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추후, 

로터 회전 정지일 때의 굽힘모멘트와 같은 풍향에서의 풍속 크기에 따른 굽힘모멘트의 

평가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3 1차모드 주파수와 로터의 회전속도와의 상관 (Strain 1 & 3)

라. 평균풍속과 고유주파수의 상관 특성

아래 그림은 SCADA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9월1일~2017년 2월13일의 풍향별 발생빈

도 및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풍향의 빈도를 살펴보면 주로 북서풍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겨울철의 불어오는 바람과 잘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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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풍배도 (2016년 9월1일 ~2017년 2월13일)

아래 그림은 풍속과 1차모드 주파수의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풍속의 증가에 따라 고유주파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그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워구조물의 고유주파수는 회전속도 및 방향의 변화(또는 풍

속의 크기와 풍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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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풍속과 1차모드 주파수와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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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쇠율의 특성

불규칙 응답으로부터 구조물의 감쇠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주로 시간영역에서의 자유진

동파형을 추정하여 감쇠를 평가하는 방법(자기상관함수법, RD법 등)과 주파수영역에서 주

파수응답 데이터를 이용하여 감쇠를 평가하는 방법(법, 하프파워법, 위상구배법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자유진동파형을 RD법으로 추정하여 모드감쇠율을 평가하

였다(김원술 등 2016, Kim et al., 2016, Tamura and Suganuma, 1996).

 


  



 (3.15)

여기서, N은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샘플의 개수, 는 가중치(Weight 

coefficient), c는 부분샘플을 특정하기 위한 초기 조건(Triggering condi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고유진동수의 ±30% 구간에 대한 대역필터(Band-pass filter)를 

적용하고, 초기 조건 c의 값은 가속도 응답의 표준편차를 적용하였다. 또한 가속도 응답

의 시간이력에서 가속도 응답의 표준편차가 발생되는 지점들에서 부분 샘플을 추출한 

후, 앙상블 평균을 통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하나의 자유진동파형을 구할 수 있다. 그리

고 자유진동 파형을 이용하여 고유주파수 및 모드감쇠율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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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RD법을 이용한 고유주파수 및 모드감쇠율 추정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드감쇠율의 특성을 살펴보면, 변동응답이 0.1m/s2 

보다 작은 경우, 모드감쇠율이 발산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변동응답이 0.1m/s2를 초과하는 

경우, 모드감쇠비가 약 0.5%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로터 정지시의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구조감쇠율을 평가한 후, 로터 운전시의 공력감쇠율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

는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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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가속도의 표준편차와 모드감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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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규모 공유 플랫폼 설계 및 자료 공유

제 1 절 풍력분야의 오픈사이언스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1. 설문 개요

이 연구를 통하여 지난 수 년 간 국가연구개발로 추진되어 온 풍력분야의 과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연구성과 공유 등에 대하여 풍력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총 9명

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설문 문항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여 전문가 명단(가나다순)

- 구본효 전무 (엔지니어링)

- 김범석 교수 (제주대학교 풍력대학원)

- 김상렬 박사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정태 교수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 이종원 교수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준신 박사 (한국전력 전력기술원 부장,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

- 이충기 과장 (한국남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

- 최현호 박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책임연구원)

■ 설문 문항

1. 풍력분야를 비롯하여 국가R&D사업 연구성과(이론, 프로그램, 실험결과 등)에 대한 파

급효과에 대한 의견 및 충분한 파급효과가 없다면 그 주된 원인은?

2.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풍력발전 관련 R&D사업 결과의 실제 적용성에 대한 의견 및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3. 미국 NREL과 같이 연구성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

는 국내 사례 및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4. Open Access 논문, 데이터 공유 등 오픈사이언스와 관련하여 풍력터빈 계측자료를 공

유한다면 관련 연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자료 제공 연

구자에 대한 기여 인정 수준은?

5.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일부 터빈을 이용하여 신기술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구조

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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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결과 요약

가. 설문 문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설문

풍력분야를 비롯하여 국가R&D사업의 이론, 프로그램, 실험결과 등의 연구성과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과 만약 파급효과가 없다면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는 [설문 문항1]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가 파급효과가 매우 낮거나 없다고 응답하여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파급효과가 매우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구관리규정 상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실험 결과나 

프로그램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실제 실

험자료나 프로그램을 공개하기에는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특히 풍력분야의 경우 First Mover와 같이 선진기술을 확보한 수준이 아

닌 Fast Follower의 수준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ㅇ 문항a: 파급효과의 수준

- 파급효과가 매우 낮음.

ㅇ 문항b: 파급효과가 낮은 주요 원인

- 개발기술(성과)의 사유화를 통한 기술우위를 점하고자 하기 때문

- 개발기술(성과)의 신뢰성에 대한 충분한 확신 결여

- 정부가 투자한 연구과제의 성과에 대한 공유 의무조항이 없음

-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파급 시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없음

- 산업체의 경우 핵심기술 유출 우려

- 대부분의 기술이 특정 모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음

- 개발된 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 미실시 및 이로 인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완이 미비

- 동일 연구기관에서 기초 및 실용화 기술개발에 연속 참여함으로 기술공유가 미비

- 타기관과의 협력보다는 경쟁에 중점이 있어 자료 공유이 노력

- 지적재산권 문제

- 과제 전담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외부공개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러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성과 공개시스템(최종보고서 등)을 운영

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이의 이용횟수(다운로드 실적 등)를 집계하여 정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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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활용도 평가의 지표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연구성격에 따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

법 등을 제시한 응답자가 있었으며, 또한 연구문화와 관련하여 연구성과 공유 문화를 강

조한 응답자도 있었다. 즉, 집단지성 활용, 융합연구 활성화 노력 등이 관련 기관 및 모

든 연구자들에게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 설문 문항 2: 풍력발전 관련 R&D 연구성과의 적용성에 관한 설문

그 동안 추진되어 온 풍력발전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실제 적용성과 관련된 [설문 문항

2]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R&D 성과가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R&D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제 풍력발전 사업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남해안 실증사업이 지연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의 선순환 및 개발기술의 검증, 

Track Record 확보를 위하여 실증 위주의 연구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

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문항a: 현재 풍력발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경우 석션 기초 등을 비롯하여 일

부 기술을 제외하고, 실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시 충분히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 의견에 동의함

- 단계별로 규모를 대형화 해가면서 실증실험을 하고 관련 계측을 하는 것이 필요

- 관련 기술별로 설계 및 시공지침(guide)을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

- 계측 및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적 사업의 조기 시행이 필요

- 개발 기술의 검증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실증 위주의 연구사업 집중

- 기술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 비용절감 관련 연구개발 필요

-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지지구조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 현장실증과제의 경우 설계 및 시공 적합성 평가 항목 추가 및 유경험자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과제 선정과정에서 사업인허가 가능성과 현장실증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사업공정 제시 필요

- 국내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자회사의 참여 및 정보 공유 필요

- 엔지니어링 위주의 연구과제보다는 원천기술 개발 과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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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 문항 3: 연구성과의 무상공유에 관한 설문

한편 미국의 NREL에서 풍력터빈 통합하중 해석프로그램인 FAST를 비롯하여 다양한 

CAE 툴을 개발하여 무상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설문 

문항3]의 경우, 우선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 종속화

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미 개발되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FAST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두 의견이 

비슷하게 제시되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툴이 개발되었지만 지속적인 개선이나 신뢰성, 

그리고 홍보 등의 문제로 FAST와 같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주관은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핵심 모듈을 

개발하고, CAE 전문기업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GUI 기능 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풍력분야는 아니지만 도로분야의 경우 미국에서는 정부

기관 보고서 및 S/W는 무상으로 공개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

다. 또한 이러한 S/W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시 기술

료 계약성과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기술료 수입뿐만 아니라 무상 제공을 통한 기술 

저변확대 성과도 평가에 반영된다면 이러한 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도 제시되었다. 다음은 다양하게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문항a: 미국 NREL에서는 통합하중 해석프로그램인 FAST를 비롯하여 다양한 CAE 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많은 기관에서 이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국내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 국내에서도 FAST와 유사한 기능의 WindHydro를 개발한 바 있으나 사용자 편의성 및 

신뢰성 문제로 실제 연구 및 현장에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음

-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상기상탑 해모수 1호에서 취득한 기상데이터

를 지자체, 출연(연) 및 기타 민간부문에서 활용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대부분 기술이전 및 기술료 계약을 통하여 성과를 활용하고 있어 파급효

과가 높지 않음

- 현장실증 데이터 및 연구성과에 대한 공개활용 및 무상제공 등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이의 사용에 따른 책임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연구수행기관에서 무상제공에 소

극적임

- 도로분야의 경우 미국 NCHRP, FHWA등의 정부기관 연구는 보고서 및 S/W를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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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홍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공개된 연구성과 역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음

문항b: 이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면 대학 또는 출연(연), 기업 등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의견

- 개발 툴은 KICT, KIOST 등 출연(연)에서 검증하고, 대학 혹은 출연(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에서와 같이 소스코드(source code)까지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이미 FAST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의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서 자체

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전문 CAE 프로그램 개발사가 주관하고, 대학 또는 출연(연)은 핵심 계산 알고리즘 개

발, 수요기업에서는 실적용을 통한 검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 무상 제공을 통한 국내 기반기술의 저변 확대는 필요하며, 이는 출연(연)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 성과 공유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巨大 연구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분야별 모든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로 Google Scholar 같은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연구결과를 제한적으로 공유

하고, 연구자들 대상으로 실용화 가능 기술을 홍보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원천기술 확보

에 필요한 연구를 대학, 출연(연), 기업들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

라. 설문 문항 4: 풍력분야 R&D에서의 오픈 사이언스 관련 설문

한편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오픈 사이언스(Salmi, 2015)와 관련하여 풍력발전 관

련 계측자료를 공개 및 공유한다면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료를 

공개한 연구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관한 [설

문 문항4]에 대해서는, 우선 이와 같은 계측자료는 교육이나 연구,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에서 매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자료 공개만 한 경우, 감사의 글에 

사사하는 수준이 적당하고, 어느 정도 계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노하우

가 사용된 경우 공동저자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일부 전

문가의 경우, 가급적이면 이러한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공동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기여를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한 가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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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제안 중, 현재의 연구성과 평가 시에는 직접 논문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

가 시 인정을 해 주는 데 이와 더불어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에도 파급효과 측면에서 평

가 시 고려한다면 좀 더 공유 및 확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항a: 최근 연구성과를 공개하여 공유하는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고, 오픈 사이언스에서는 Open Access 논문, 데이터 공유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만약 연구소나 대학, 기업 등에서 계

측한 풍력터빈 CMS 자료 또는 진동응답 등을 공개한다면 관련 연구에 어느 정

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 실험결과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나 외국 연구자에게 자료가 유출된 가능성

도 고려

- 연구기관에서 계측자료를 공개한다면 연구, 검증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많은 대학 연구에서 실제 운영 터빈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개발 기술의 검증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관련 자료가 공유한다면 기술 개발 및 검증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임

- 100% 정부지원 현장실증과제를 기획하고 이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모든 운영데이터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문항b: 그리고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논문을 쓴다면 자료를 제공한 연구자에 대한 기여

는 어느 정도로 인정(주저자, 공동저자, 감사의 글 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

한 의견

- 해당 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 작성 시에는 데이터 공개, 재사용 및 사용범위에 대한 

협의과정이 필요

- 해당 기술을 함께 개발하지 않은 경우 “감사의 글”에 사사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

직함

- 논문 작성과정 시 토의 또는 조언을 하는 경우 공동저자 이상의 기여를 인정받는 것

이 바람직함

- 기존 연구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의 관점(논문 사사뿐만 아니라 진행될 연구참여 제공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많은 연구자들이 필요한 충분한 계측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개발 기술을 검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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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풍력단지에서 측정된 데

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하고자 필요 데이터의 종류, 공유방법(무료 또는 유료)등에 대한 설

문 조사가 실시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근 국내의 ‘정부3.0’, 미국의 ‘Open Data Policy 2013’, EU의 ‘H2020 Data 

Management’ 정책 등의 기조에서도 연구 Data의 공개가 권장되고 있는 사항으로 오픈 

사이언스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해당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일부 

불가피한 Data를 제외하고는 Data를 공개해서 관련 연구를 더 발전시키거나 집단지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풍력진동 자료로 구조물 제진연구에 이용하

는 등의 융복합 연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을 추가하였다.

마. 설문 문항 5: 성과공유를 위한 풍력분야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설문

한편, 독일에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 개발된 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여러 기관이 공

동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RAVE(Research at Alpha VEntus)와 같은 프로젝

트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구한 [설문 문항5]의 경우, 대부분 응답자가 

이러한 성격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필요하며, 그 파급효과 역시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항a: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일부 터빈을 이용하여 신기술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응답을 계측, 분석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 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 즉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RAVE와 같은 사업을 국내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지에 대한 의견

- 국가 주도의 실증사업에서는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도 추진의 필요성은 큼

- 관련 연구결과가 대학 및 국내 연구기관에 공유되면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질 것으로 생각됨. 다만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울타리(지적재산권 및 각 기관의 연구평가 체계 개선)도 함께 고민할 필

요가 있음

- 일반 연구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실적용하고 실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독일 RAVE와 같은 사업이 국내에서 추진된다

면 다양한 기술들이 해상풍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상풍력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프로젝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유관분야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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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연구사업 시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효성을 위해 100% 정부지원에 의한 시스

템 설치 및 운영을 전제로 함

- 이론에 대한 비교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함

- 유럽의 해상환경과 국내의 해상환경 및 풍환경이 상이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검토

를 위해서도 유사 프로젝트 수행이 필요

- 국내 해상조건에 따른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하여 필요함

문항b: 만약 추진된다면 그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

- 매우 중요하고 결과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 단순 실증사업보다 특

정 터빈에 대하여 계측자료를 공동 분석, 구조물의 성능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협

동 연구 그룹을 조직하여 운영한다면 한국의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에 매우 획기적

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랜드마크적 연구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

- 데이터 공개 시 자료에 대한 QC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게 계측 및 분석을 할 것으로 사료됨

- 데이터가 공개되면 연구개발의 단계적 수행 및 실제의 풍력발전 단지의 설계에도 활

용되어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신기술을 개발 중인 기관들은 현장실증을 통해 기술검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

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한편 도로분야의 전문가는 유럽의 사례를 들어 이와 같은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유럽의 경우, 도로연구 분야에서 유럽국가도로연구소포럼(FEHRL)이 운영되고 있으

로며, EU가 펀드를 지원하고 FEHRL을 통해 3~6개 국가의 도로연구소가 연합하여 연구주

제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각 연구소 자체 추진 연구에 다른 국가 도로연구

소가 공동 참여하는 등 정보교환 수준의 협력을 넘어, 연구 중복도도 줄이고 연구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국가간 협력을 통한 구조물 혁신 추진하고자 

하는 Infravation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에서의 안전, 에너지, 유지관리 혁신 등을 위한 

USE-iT & FOX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세계적 추세로 독일의 

RAVE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제시하였으며, 그 파급효과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의견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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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성과 공유와 관련된 기존 운영규정 검토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가 충분한 파급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

으로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풍력발전 관련 R&D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으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무상으로 연구성

과를 공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사이언스 문화

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리지

침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 등 풍력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연구성과

를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의 기본 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

였다.

2016년 4월 22일 개정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0조에 따르면 연구개

발결과 중 최종보고서와 요약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취득, 해외기관과의 협약 등 최종보고서 등을 비공

개할 수 있는 부가적인 항목이 있어 국방 등 보안과제가 아니더라도 최종보고서 공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0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와 요약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나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최

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이 제37조제3항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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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개발결과의 소유와 관련하여 제43조에는 아래와 같이 연구기자재, 시설장비 

등 유형적 성과와 지적재산권, 보고서 등 무형적 성과로 구분하고,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

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무형적 성과물은 개발한 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과거에는 무형적 성과물도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하여 주관연구기

관과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존재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결과는 개발

한 연구기관이 소유하더라도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술료 납부 등이 제대로 강제

되지 않고, 혹은 기술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으며, 따라서 연구개발성과가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개발사업이 대형화되면서 몇 개의 세부과제로 나뉘는 경우, 운영규정 제31조 

3항에 따라 세부과제별로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을 출자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있다. 

제3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③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은 별표3에 따르며,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3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현재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의 비율을 대기업 참여과제의 경우 50% 이내에서, 

중소기업 참여과제의 경우 7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기준이 전체 과제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체 과제가 아닌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

다. 예를 들어 A라는 과제가 A1, A2, A3 세부과제로 나뉘어져 있고, 참여기업이 A1 과제

에만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A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은 중소기업 참여 시 75% 이내, 혹은 

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5. 그 밖에 기술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

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28

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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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 시 50%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참여기업이 A1 세부과제만 참여

하는 경우, A1 세부과제의 정부출연금이 제한을 받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A2, A3과제

의 경우 100% 정부출연금으로만 연구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달리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비 지원이 다양하게 이

루어지며, 굳이 세부과제로 구성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이 수행하

는 내용의 과제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및 정부출연금이 정해지고, 연구원이나 

대학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100% 정부출연금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업이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성격의 정부출연금이 투입

된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기술공개 혹은 공유를 통하여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연차별, 단계별, 또는 최종평가 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의 연구실적을 

주로 평가하고 있지만 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측자료 공유를 통하여 

타 연구자가 논문 게재 혹은 추가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반영하는 것

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즉, 논문의 경우 저자에는 연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사의 글”에 해당 과제 내용이 반영된 경우도 연구성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연구성과 공개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풍력발전 연구 분야에서 유럽 연구 활동의 통합 및 촉진을 통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

환과 유럽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EU가 지원하여 현재 수행 중인 IRP Wind 프로젝트는 

IRP와 다른 유럽 국가 프로젝트에서 진행 중인 공동 연구 활동의 다양한 능력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장기 연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덴마크 DTU를 

비롯하여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수준을 구분

하고, Level 0의 기초연구는 Open Access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Level I 연구는 일

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체계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Open Access 문화를 확산시킬 필

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의 참여 기업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연구성격이 기

초원천 연구인지, 실용화 연구인지, 제품개발 연구인지 등을 명시하고, 기초원천 연구의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 혹은 기업참여 과제의 경우는 해당 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고 개발 기술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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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는 해당 기관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IRP-Project에서의 기술수준에 따른 공개 범위

기본적으로 오픈 사이언스는 논문 등 출판물에 대한 오픈 엑세스와 계측자료,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의 자료 공유, 그리고 협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논문의 경우 오픈 엑

세스 저널의 상업성, 그리고 수준 낮은 논문 양산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궁

극적으로 국가R&D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성과를 오픈 엑세스 저널에 게재하는 것은 

모든 관련 연구자가 참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R&D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 역시 개발된 기술을 오픈 엑세스 저널에 발표함으로써 더 많은 연

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평가에서도 오픈 엑세스가 가능한 학술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공동연구 시 성과 공유의 문제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계측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계측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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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경우 이를 학술지 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를 통

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성과 공유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

측자료를 제공한 연구자와 분석한 연구자 사이에 논문저자 자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 연구윤리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로 연구진실성을 저해하는 위조, 

변조, 표절 문제와 함께 출판부정행위로 중복출판 및 부당한 논문저자의 문제가 있으며,  

이중 오픈 사이언스와 관련하여 “부당한 논문저자 문제”가 성과를 공유하는데 있어 논

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부당행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원저자를 누락한 채 저자를 나타내는 경우

와 (2)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거짓으로 저자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계측자료를 공유한 연구자의 기여정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5년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에 게

재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문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홍석영 등, 2005)

연구책임자
연구원

전체
논문발표(O) 논문발표(X)

실험을 주도한 연구원 276(98.2) 242(98.4) 124(93.9) 642(97.4)
논문 설계를 주도한 연구원 271(96.4) 227(92.3) 114(86.4) 612(92.9)
논문을 작성, 집필한 연구원 264(94.0) 201(81.7) 82(62.1) 546(82.9)
논문의 핵심적인 논의에 대한 독창적인 해결방법을 제안한 연구원 202(71.9) 158(64.2) 81(61.4) 441(66.9)
핵심적인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고 결과를 분석한 기기관리요원 160(56.9) 108(43.9) 49(37.1) 317(48.1)
필수적인 물질, 유전자, 균주, 세포주 또는 생체조직을 제공한 외부연구자 117(41.6) 91(37.0) 29(22.0) 237(36.0)
논문의 핵심적인 논의에 문제를 제기한 연구원 60(21.4) 63(25.6) 34(25.8) 157(23.8)
논문의 자료제시 방법 또는 해석 방법 등을 조언한 연구원 59(21.0) 65(26.4) 32(24.2) 156(23.7)
핵심적인 실험데이터를 제공한 기기관리요원 71(25.3) 42(17.1) 17(12.9) 130(19.7)
필수적인 고가의 장비를 제공한 외부 연구자 24(8.5) 16(6.5) 8(6.1) 48(7.3)

위의 설문결과는 의료분야의 설문조사이기는 하지만 위 결과를 보면, 실험 또는 논문 

설계를 주도한 연구원 및 논문을 작성, 집필한 연구원의 경우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고 

결과를 분석한 기기관리요원이나 실험데이터를 제공한 기기관리요원의 경우는 50% 미만

으로 나와 여전히 자료를 제공한 연구자의 저자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미국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 (ICMJ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경우, 논문 저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김형순 2007).

- 논문의 구상 및 설계, 자료의 분석 및 해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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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초안 작성 또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검토, 수정, 보완한 자.

- 논문 최종본을 퇴고한 자(승인한 자)

그리고 저자가 될 수 없는 경우로 아래와 같이 예를 들고 있으며, 이들은 후기 또는 감

사의 글에서 언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구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

- 연구 데이터를 수집한 사람

- 연구 그룹에서 기술 지도를 한 사람(technician, operator 등)

ICMJE의 저자 관련 규정을 보면 단순히 풍력타워의 계측자료를 제공한 연구자는 논문

의 저자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측자료를 확보한 연구

자의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최근 성과연봉제 등과 관련

하여 논문 성과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규정은 자료제공 등의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단순한 자료제공 외에 계측자료 분석에 참여하여 저자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혹은 감사의 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이를 성과에 반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이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제 4 절 풍력타워구조물 계측자료 공유를 위한 사이트 구축

이 연구를 통하여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계측자료 공유를 위하여 웹사이트를 구

축하였다. NREL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웹사이트 

자체는 상시로 관련 연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충실하도록 

되어 있으며 플래시나 자바 등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 많이 이용되는 모듈 등은 특별히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문적인 웹사이트 관리자 없이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 그림은 NREL의 관련 웹사이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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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NREL National Wind Technology Cente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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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NWTC 기상탑 소개 및 관련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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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NREL에서 개발한 FAST 프로그램 소개 및 관련 자료 공유

이번 과제에서도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하여 (1) 실내실험, (2) 광양 10kW급 중소형 

풍력터빈에 대한 현장실험, (3) 제주 성산풍력발전단지 2호기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

하여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또한 연구 수행 중 직접 촬

영한 풍력터빈 관련 사진 등을 정리하였으며, 관련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하는 경우 해

당 자료를 공유하여 관련 교육 및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웹사이트에서는 기술교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

으며, 보다 구체적인 협력 등은 메일 교환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

는 갈수록 정보보안 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유 플랫폼만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축된 홈페이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구축 서비스(sites.google.com)를 이용하

였으며, 자료를 보다 쉽게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구글 블로그도 함께 이용하였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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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웹사이트 전체 메뉴 구성 및 초기화면 등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4.4 웹사이트 구성

그림 4.5 구축된 웹사이트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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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실내실험 소개

그림 4.7 10kW급 수직축 풍력터빈 실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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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2MW급 대형 풍력터빈 실험 소개

그림 4.9 풍력발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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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풍력발전 관련 연구활동 소개

그림 4.11 풍력발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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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풍력발전 타워모형실험에 대한 결론

이 연구에서는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모형을 이용하여 타워구조물 모형의 건전상태와 

손상상태시 풍력터빈의 작동에 따른 가속도, 변형률, 경사 응답을 계측하고, 손상추정기

법을 적용하여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손상 평가를 수행하였다. 풍력발전 타워구조

물 모형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신호기반 손상 추정법을 이용한 손상추정 결과, 진동 응답이 크고 기초 및 타워 플랜

지 손상이 큰 경우, 손상위치를 비교적 잘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동 응답이 

작은 경우, 손상 정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경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2) 위의 결과는 일반적인 경고 등을 통해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측면

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소형풍력발전 타워 현장계측에 대한 결론

우선 현장실험에 실험모드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충격진동실험과 상시진동실험, 급정지실

험 등으로부터 10kW급 소형 수직축 풍력터빈 구조물의 주요 저차 모드 고유주파수를 추

(1) 로터가 27~29 RPM으로 회전하는 경우, 로터의 회전주파수에 해당하는 1P 성분을 

비롯하여 2P, 4P 가진주파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가진주파수를 구

조물의 고유주파수와 비교할 때, 구조물의 X-X 방향 1차 모드의 고유주파수와 4P 

가진주파수가 각각 2.1Hz와 1.9Hz로 매우 근접하여, 4P 성분의 영향이 풍력터빈 구

조물의 전체적인 동적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가진성분임을 확인하였다.

(2) 발전량 증대 및 진동 감소를 위하여 강재 타워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진함으로써 기

존 풍력터빈 구조물의 1차 모드 고유주파수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수치해석결과 

콘크리트를 7 m 높이까지 충진할 경우 고유주파수가 20.1%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3) 콘크리트를 충진한 후 현장계측을 실시하여 1차 모드의 고유주파수가 기존 2.1Hz에

서 2.54Hz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진회피를 위한 RPM 최대값 

비교할 때, 기존 30RPM에서 36RPM으로 20% 이상 늘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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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형풍력터빈 장기계측에 대한 결론

한국남부발전에서 운영 중인 2MW급 사용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에 대한, 변형률, 경사, 

가속도 등 대표적인 구조응답을 장기 계측하고,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데이터를 이용하여 풍력터빈 구조물의 동특성 및 상관을 분석하였다. 장기계

측을 통해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동특성을 조사하였다. 

추후 장기 계측 데이터와 SCADA 자료(풍향, 풍속, 발전량 등)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가속도 응답 (경사, 변형률)과 풍속과의 상관, 경사 응답과 가속도 

응답을 이용한 변위 추정 등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풍력터빈 구

조물의 장기계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변형률 계측을 통해 타워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굽힘모멘트의 추정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로터 작동별 타워구조물의 풍하중 평가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타워구조물에 설치된 가속도 응답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타워구조물에 작용하는 1~3

차까지의 고유주파수뿐만 아니라, 로터의 회전속도인 1p, 3p, 6p 및 9p의 가진 성분

까지도 추정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풍속과 1차모드 주파수의 상관 분석 결과, 풍속의 증가에 따라 고유주파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그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워구조

물의 고유주파수는 회전속도 및 방향의 변화(또는 풍속의 크기와 풍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모드감쇠율 추정을 통해 변동응답이 0.1m/s2 보다 작은 경우, 모드감쇠율이 발산하

는 경향을 보였지만, 변동응답이 0.1m/s2를 초과하는 경우, 모드감쇠비가 약 0.5%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로터 정지시의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구조감쇠율

을 평가 한 후, 로터 운전시의 공력감쇠율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검토

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를 통해 풍력발전 타워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 

관리기준치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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