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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meaningful to check power output response and load response together using the NREL 5 MW wind
turbine, which represents typical onshore and offshore wind turbines. In this paper, the effect of the drive-train
damper on shaft load reduction is verified by using the NREL 5 MW wind turbine model. A drive-train damper
in the form of a band-pass filter, which is commonly used in industrial MW wind turbines, is applied. The wind
turbine controller is mainly divided into a power controller and load controller. When the power controller and
the drive-train damper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e damage equivalent load of the drive-train shaft and
power output responses according to the time constant of the first-order low pass filter are examined. In
addition, the effects and limitations of the drive-train damper are investigated. The power output responses and
damage equivalent loads are presented with practical results using commercially available DNV GL's Bladed
software.

1. 서 론

었다. 국내의 풍력터빈도 750 kW에서 출발하여 5
MW급까지 개발 및 상용화되었다 [1-4]. 학문적으로
풍력터빈은 유용한 바람 에너지로부터 더 많은 전 실제의 수 MW급의 풍력터빈을 모델링하여 출력 및
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 MW급으로 대형화되 하중 응답을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다. 실제 풍력터빈
의 모델링 파라미터들과 데이터들을 알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다행히도 NREL 5 MW 풍력터빈의 모델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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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Wind Turbine Center)에서 연구 및 개발하
였다 [9]. 풍력터빈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DOWEC(Dutch Offshore Wind Energy Converter
Project)에서 설계한 6 MW 풍력터빈의 공개된 개념적
인 모델설계에 기초를 두었다 [10]. 그러므로 NREL 5
MW 풍력터빈을 이용하여 출력 응답과 하중 응답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NREL 5 MW 풍력터빈 모델을 이용
하여 드라이브-트레인 댐퍼(DTD; Drive-Train
Damper)의 축 하중저감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풍력
터빈의 제어기는 크게 출력 제어기와 하중 제어기로
구분된다. 풍력터빈의 출력 제어기는 토크 출력 제어
기와 피치 출력 제어기로 구성된다. MW급 풍력터빈
의 경우 드라이브-트레인의 축 진동이 출력 변동에 미
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풍력터빈의 하중 제어기 중
드라이브-트레인 댐퍼는 출력 제어기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토크 출력 제어기는 발전기 회전 속도를 피드백
받아서 최대의 출력을 생산하도록 발전기의 토크 크기
를 조절한다. 피치 출력 제어기는 발전기 회전 속도를
피드백 받아서 정격 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블레이드
의 피치 각을 조절한다. 드라이브-트레인 댐퍼는 발전
기의 회전 속도를 피드백하여 축 진동을 줄이도록 발
전기의 토크 크기를 조절한다.
실제 풍력터빈에서는 Bossanyi가 제안한 대역 통과
필터 형태의 드라이브-트레인 댐퍼를 많이 사용한다
[11]. 출력 제어기와 드라이브-트레인 댐퍼는 모두 발
전기 회전 속도 신호를 피드백 받는다. 출력 제어기는
발전기 회전속도 신호에서 노이즈와 진동 신호의 영향
을 줄이기 위하여 저주파 통과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NREL 5 MW 풍력터빈 보고서에서는 1차
저주파 통과 필터를 사용하였고 시상수 0.64 초를 제
시해 주었는데 근거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않았다 [9].
본 논문에서는 출력 제어기와 드라이브-트레인 댐퍼가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 1차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
수에 따른 드라이브-트레인 축의 등가 피로 하중과 출
력 응답을 확인하여 적절한 시상수 값을 제시한다. 이
를 통해 NREL 5 MW 풍력터빈 보고서에서 제시된 1
차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수가 적절한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효과와 한계에 대하여
고찰한다. 출력 응답과 하중 응답은 DNV GL에서 개
발된 Bladed 상용 소프트웨어 [12]를 이용한 실용적인
결과들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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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력터빈 모델
2.1 NREL 5 MW 풍력터빈
NREL 5 MW 풍력터빈을 모델링하고 출력 및 하중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터빈 전용 상용 소프트
웨어를 사용한다. NREL에서는 FAST와 ADAMS를
이용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DNV GL Bladed를 이용하
였다. NREL 보고서에서 제시된 블레이드의 공력 및
구조 데이터, 타워의 구조 데이터, 드라이브-트레인과
나셀의 값 등을 토대로 DNV GL Bladed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NREL 5 MW 풍력터빈의
주요 파라미터들은 Table 1과 같다. NREL 5 MW 풍
력터빈의 로터 직경은 126 m인데, 이 값은 Repower
5M 풍력터빈의 직경과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
격 로터 속도와 기어박스 비를 이용하면 정격 발전기
속도는 1173.7 rpm이다. 이 외에도 NREL 5 MW 풍력
터빈은 대부분의 값을 Repower 5M 풍력터빈에서 가
져왔다. DNV GL Bladed로부터 계산된 최대 출력계수
는 0.483이다. 출력계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출력 제어
기인 토크 출력 제어기와 피치 출력 제어기를 설계하
였다. 정격 풍속 이하에서는 토크 출력 제어기가 작동
하고 정격 풍속 이상에서는 피치 출력 제어기가 작동
한다.
Table 1 NREL 5 MW wind turbine data
Description
Value
Rotor diameter [m]
126
Hub height [m]
90
Number of blade
3
Gearbox ratio
97
Rated power [kW]
5,000
Rated rotor speed [rpm]
12.1
Rated wind speed [m/s]
11.3
Cut-in wind speed [m/s]
3
Cut-out wind speed [m/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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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드라이브-트레인 댐퍼
바람이 불어 풍력터빈의 블레이드에서 회전력이 발
생하면, 허브, 저속 축, 기어박스, 고속 축으로 구성된
드라이브-트레인이 회전하게 된다. 드라이브-트레인이
회전할 때 축 회전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진동이 발
생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저속
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기어박스의 하중에 영향을
직접 주게 된다. 풍력터빈의 드라이브-트레인에는 어
떠한 형태의 수동형 댐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MW급 풍력터빈의 출력 제어 시에 반드시 저속 축의
진동을 줄이기 위한 드라이브-트레인 제어기를 사용해
야 한다. 드라이브-트레인 제어기는 능동 댐퍼의 형태
로 발전기 회전 속도를 피드백하여 축 진동 주파수의
신호를 추출하여 발전기 회전 속도와 같은 위상으로
발전기의 토크 크기를 조절하도록 설계하는데, 이를
드라이브-트레인 댐퍼라고 부른다. 실제 풍력터빈에서
는 Bossanyi [11]가 제안한 식 (1)과 같은 대역 통과
필터 형태의 드라이브-트레인 댐퍼를 많이 사용하므
로, 본 논문에서도 이를 고려한다. NREL 5 MW 풍
력터빈의 경우 드라이브-트레인 축의 진동 주파수는
1.68 Hz임을 확인하였다. 1.68 Hz의 축 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파라미터 값과 게인
값을 선정하였다(Table 2). 설계된 드라이브-트레인 댐
퍼의 주파수 응답은 Fig. 1과 같은데, 1.68 Hz에서 크
기가 가장 크고 위상은 0° 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드
라이브-트레인 댐퍼에서 발전기 회전 속도 신호를 그
대로 사용할 경우  를 0으로 두어 위상이 0° 가 되
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한 발
전기 회전 속도 신호를 사용할 경우, 축 진동 주파수
에서의 위상 지연을 보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값
을 선정해야 한다.




  

     


    

Table 2 Parameters of drive-train damper
Symbol
Description
Unit
DTD gain
Nm/(rad/s)
 
 
DTD frequency
rad/s

DTD damping ratio

DTD time constant
s
24

(1)
Value
1,600
10.56
0.5
0

Fig. 1 Frequency responses for the drive-train damper

3. Bladed 수치실험 결과
NREL 5 MW 풍력터빈을 대상으로 DNV GL
Bladed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
하였다. 정격 풍속 이상에서 IEC Edition 3 Class A
[13]에 해당하는 10 분의 난류 풍속에 대하여 드라이
브-트레인 댐퍼에 의한 축 하중 저감 효과를 검증하였
다. 드라이브-트레인 댐퍼는 모든 풍속에서 작동한다.
피치 출력 제어기가 작동하는 정격 풍속 이상에서 축
하중이 크므로, 정격 풍속 이상에서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드라이브트레인의 저속 축에 대한 등가 피로 하중(DEL;
Damage Equivalent Load)은 1e7 반복 횟수와 S-N 기
울기 4를 적용한 결과가 제시된다. 반복 횟수 1e7∼1e9
정도와 S-N 기울기 3∼5 정도의 값에 따라 등가 피로
하중 값은 달라도 풍속별 등가 피로 하중의 경향이나
감소율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3.1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수
출력 제어 및 드라이브-트레인 댐퍼를 위하여 피드
백하는 발전기 회전 속도 신호에 대하여 1차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저속 축의 등가 피로 하중을 살
펴보았다. 풍력터빈의 제어 시스템에서 발전기 회전
속도는 출력 제어기의 피드백 신호로 이용함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이다. 그리고 발전기 회전 속도는 드라이
브-트레인 댐퍼의 피드백 신호로도 동시에 이용된다.
발전기 회전 속도 신호에는 노이즈 뿐만 아니라 드라
이브-트레인에서 발생하는 진동 신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출력 제어기에서는 측정되는 발전기
풍력에너지저널 : 제11권, 제2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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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속도 신호에 저주파 통과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에서는 자체가 필터
의 역할을 하고 저주파 통과 필터 사용 시에 위상 지
연 효과가 커서 일반적으로 저주파 통과 필터를 사용
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에
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하지 않고 출력 제어기에
식 (2)의 1차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시상수
( )의 값에 따른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중을
살펴보았다.




    
 


(2)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게인 값은 1,600
Nm/(rad/s)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1차 저주파 통과 필
터의 시상수( ) 값에 따른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축 하중 제어 효과와 출력 응답을 확인하였다.
Fig. 2는 평균 풍속이 12 m/s, 16 m/s, 20 m/s, 24
m/s인 난류 풍속에서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수에
따른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중을 표시한 것이다.
고풍속이 될수록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중은 커
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
로 하중이 16 m/s의 경우보다 12 m/s에서 약간 더 큰
이유는 정격 풍속 근처에서 피치각이 0°로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치각이 0°로 제한되
면 불연속적인 블레이드의 작동으로 인해 저속 축 토
크가 가진 된다. 그리고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수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
중은 오히려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중 관점에서 평균 풍속 12 m/s, 16 m/s,
20 m/s, 24 m/s 모두를 고려하면,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수가 0.2∼0.5 초 정도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출력 응답을 확인하였다. 피드백되는 발전
기 회전 속도 신호에 저주파 통과 필터를 사용하거나
드라이브-트레인 댐퍼를 사용할 경우 출력 응답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출력 제어기만을 적용하면 발전기
토크 크기는 정격 이상의 풍속에서는 정격 토크로 일
정한 값을 유지한다. 드라이브-트레인 댐퍼를 함께 적
용하면 발전기 토크 크기는 정격 토크를 중심으로 축
진동의 주파수에 따라 변동한다 [11].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사용으로 인해 발전기 토크의 변동에도 불구하
고 평균 출력, 평균 발전기 토크, 평균 발전기 회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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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균 블레이드 피치 각은 거의 일정하고 변동이
없으므로 평균 출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Figs. 3-6). 그러나 정격 풍속 이상에서는 풍
속의 변동으로 인한 로터 속도와 출력의 순간적인 응
답도 중요하다. Fig. 7은 로터의 초과속도(overspeed)
를 Fig. 8은 초과출력(overpower)을 보여준다. 평균 풍
속이 12 m/s, 16 m/s, 20 m/s, 24 m/s인 난류 풍속에
서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수가 커질수록 전반적으로
초과속도와 초과출력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시상수가 커지면 발전기 회전 속도 신호의 위상 지연
이 커져서 피치 출력 제어기가 빠르게 응답하지 못하
여 초과속도가 커지고 이에 따라 초과출력도 함께 커
진다. 시상수가 0.5 초 이상에서는 초과속도와 초과출
력이 너무 커지므로 시상수는 0.5 초 이하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NREL 5 MW 풍력터빈 보고서에서 발전기 회전 속
도 신호에 대한 1차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수로
0.64 초가 제시되었다. 제시된 시상수 0.64 초는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중, 초과속도, 초과출력 관점에
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2 Damage equivalent load of low speed shaft torque

Fig. 3 Mean power with the drive-train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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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n generator torque with the drive-train damper

Fig. 5 Mean generator speed with the drive-train damper

Fig. 6 Mean pitch angle with the drive-train damper

Fig. 7 Rotor overspeed with the drive-train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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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verpower with the drive-train damper

3.2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게인과 효과
본 논문에서는 1차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수를
0.3 초로 선정하였다. 시상수가 0.3 초인 경우에 드라
이브-트레인 댐퍼의 게인 값에 따른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제어 효과를 확인하였다. 평균 풍속이 12 m/s
인 난류 풍속에 대하여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작동
으로 인한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중을 확인하였
다.
Fig. 9는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게인 값에 따른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중과 이의 감소율을 보여
준다. 게인 값 400 Nm/(rad/s) 정도까지는 매우 급격
하게 등가 피로 하중이 줄었다. 그러나 게인 값 1,000
Nm/(rad/s) 이상에서는 감소한 등가 피로 하중이 거의
일정하였고 등가 피로 하중의 감소율은 1 % 정도의
범위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게인 값을 1,000∼2,000 Nm/(rad/s) 정
도의 범위에서 사용하면 충분하고, 이보다 더 큰 게인
값을 사용해도 더 이상의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중을 더 크게 줄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차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수가 0.3 초
이고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게인 값이 1,600
Nm/(rad/s)인 경우에 대하여 풍속별로 드라이브 트레
인 댐퍼의 제어 효과를 확인하였다. Fig. 10은 평균 풍
속이 12 m/s인 난류 풍속에 대한 저속 축 토크의 시
간 응답을 보여준다.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작동으
로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중은 2.977 MNm에서
1.695 MNm로 약 43 % 감소하였다. Fig. 11은 평균
풍속이 12∼25 m/s의 난류 풍속에 대한 저속 축 토크
의 등가 피로 하중과 이의 감소율을 보여준다. 풍속이
커짐에 따라서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중은 커지
고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에 의한 감소율도 줄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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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였다. 평균 풍속이 16 m/s, 20 m/s, 24 m/s
인 난류 풍속에서 드라이브-트레인 댐퍼의 작동으로
36 % (2.313 MNm에서 1.485 MNm로), 24 % (2.905
MNm에서 2.211 MNm로), 20.1 % (3.683 MNm에서
2.943 MNm로) 정도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저속 축 토
크의 등가 피로 하중이 큰 고풍속에서는 감소율이 약
20 % 정도로 한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a) 0∼600 s

(a) Damage equivalent load
(b) 350∼370 s
Fig. 10 Time responses of low speed shaft torque under
turbulence at 12 m/s

4. 결 론

(b) Reduction ratio
Fig. 9 Damage equivalent load and it’s reduction ratio of low
speed shaft torque under turbulence at 12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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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풍력터빈의 축 진동을 줄이는 드라
이브-트레인 댐퍼를 적용한 NREL 5 MW 풍력터빈의
출력 응답과 축 하중 응답을 DNV GL Bladed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출력 제어를
위하여 피드백하는 발전기 회전 속도 신호에 대하여 1
차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드라이
브-트레인 축의 등가 피로 하중 저감 및 출력 응답 관
점에서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수는 0.2∼0.5 초 정도
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NREL 5
MW 풍력터빈 보고서에서 제시된 발전기 회전 속도
신호에 대한 1차 저주파 통과 필터의 시상수 0.64 초
는 저속 축 토크의 등가 피로 하중, 초과속도, 초과출
력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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