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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inuous fatigue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the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of wind 

turbines. Faults, such as sensor failure, data loss, and cable disconnection, can result in a total 

loss of SHM. To avoid such a malfunction,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nd polynomial curve 

fitting are suggested to predict the missing fatigue data from the otherwise known measurement 

data. Artificial neural networks showed the best prediction performance. Decision trees and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 are also powerful alternatives. 

Keywords: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상태기반정비(Condition- 
based maintenance),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1. 서 론

육상풍력발전기와 달리 해상풍력발전기는 날씨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달라진다. 풍속

이 높은 시기에는 파도의 높이도 함께 높으므로 이 시기에 해상풍력발전기에 고장이 발생

하면 적시에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없다. 풍력발전단지 운영사는 가동률을 높이는 것 이

외에도 고장 등의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1). 

풍력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 요소는 다

음과 같다: 가동률, 신뢰성, 효율, 적합성2). 이 중 가동률과 신뢰성은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기술을 통하여 담보될 수 있다3). 구조건전성 모니

터링 기술의 핵심은 센싱 기술과 분석 알고리즘이다.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으로 획득한 정

보는 상태기반정비(condition-based maintenance, CBM)에 사용된다4). 구조건전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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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은 센서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측되는 신호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기는 접근성이 낮

아 센서가 고장날 경우 적시에 수리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해상풍력의 경우, 센서의 오차나 내구성, 데이터 획득과 전송에 더 많은 고려가 요구된다5). 풍력발전기가 가

동하는 동안 피로하중은 계속 누적된다. 센서 고장 등에 의한 데이터 손실은 피로하중 계산에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센서 신호를 다른 신호들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를 통해 구

조건전성 모니터링에 필요한 센서 수를 줄일 수 있고 센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로하중을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특정 터빈에 많은 센서를 설치하여 수개월간 데이터를 측정한 후 연관성을 파악하고 나면, 동일한 터빈

에 대하여는 최소의 센서 만으로도 많은 부품의 피로하중을 파악할 수 있다. 

피로하중은 계측신호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계측신호의 개수가 많으면 이를 이용하는 알고리즘 또한 복잡해

진다. 이런 경우 블랙박스 방식이 신호 연결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방식을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라 부른다6). 기계학습 중 식별된 학습 데이터로부터 알고리즘을 얻는 방식을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이라 부른다7). 지도학습에서 학습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로 나뉜다. 지도학습은 학습 데

이터로부터 만들어지는데 다음의 두 단계를 거친다8). 첫 번째 단계는 학습 데이터로부터 분류 모델(classification 

model)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학습 단계라 부른다. 두 번째 단계는 분류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테스

트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와 구분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테스트 단계라 부른다. 만일 학습 모델이 정확하다면 이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에도 결과를 잘 도출할 것이다. 만일 학습 모델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결

과가 나올 때까지 학습 알고리즘을 반복하여 수정한다. 

2. 피로하중 예측 방법 

특정 신호의 일부 데이터가 유실된 경우 이를 다른 여러 개의 신호값으로부터 구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다항

식 곡선 접합 방법(polynomial curve fitting)이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많은 신호가 센서와 제어기로부터 취득된

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이 신호들이 유실된 데이터 예측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제시된다. 결정 트리 방법(decision tree), 정규 선형 회귀(regularized linear regression), 

그리고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이다.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방식인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도 시도하였으나 예측 정확도가 높지 못하여 본 논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위의 세 가지 기계학

습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인 다항식 곡선 접합 방법(polynomial curve fitting) 방법이 

함께 제시되었다. 

측정 데이터는 MW급의 상용 풍력발전기로부터 계측되었다. 다음 채널들의 1분 평균, 최소, 최대, 표준편차 

값이 이용되었다. 측정 채널의 단위는 출력은 [W], 풍속은 [m/s], 그 외는 [Nm]이다.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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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 

- 블레이드의 루트부의 평활방향 모멘트(flapwise bending moment)

- 블레이드의 루트부의 날방향 모멘트(edgewise bending moment)

- 블레이드의 미들부의 날방향 모멘트

- 메인 샤프트의 경사 모멘트(tilt moment)

- 메인 샤프트의 요잉 모멘트(yaw moment)

- 메인 샤프트의 회전좌표계 경사 모멘트 

- 메인 샤프트의 회전좌표계 요잉 모멘트 

- 메인 샤프트의 토션(torsion) 

- 타워 상단부의 앞뒤방향 모멘트(normal moment)

- 타워 상단부의 좌우방향 모멘트(lateral moment)

- 타워 미들부의 앞뒤방향 모멘트 

- 타워 미들부의 좌우방향 모멘트 

- 타워 하단부의 앞뒤방향 모멘트 

- 타워 하단부의 좌우방향 모멘트 

풍속은 나셀이 아니라 기상탑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IEC 61400-13 (2015) 규정에 맞추어 블레

이드의 루트부는 원통형 모양인 곳에, 블레이드 미들부는 전체 길이의 30% ~ 50% 사이에 센서를 설치하였다. 

타워 상단부, 미들부, 하단부 또한 타워 아랫면에서 상부 20% 이내, 30% ~ 70% 사이, 하부 20% 이내에서 측정

하였다. 블레이드의 미들부의 평활방향 모멘트는 데이터가 손실되어 제외하였다. 위 신호 중 출력과 풍속을 제

외한 값은 기계 하중이다. 따라서 기계 하중 신호의 피로하중(등가하중, damage equivalent load, DEL)도 함께 

계산하였다. 각 채널별 물성치(inverse S-N slope)는 아래 표에 있다. 

Table 1 Inverse S-N slope of wind turbine loads

Channel Inverse S-N slope 

Flap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10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middle 10

Shaft tilt moment (fixed & rot. coord.) 7, 10

Shaft yaw moment (fixed & rot. coord.) 7, 10

Shaft torsion 7, 10

Tower top/middle/bottom normal moment 4, 8

Tower top/middle/bottom lateral moment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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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하중은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1)

여기에서, Req：피로 하중(Nm)

Ri ：피로 하중 스펙트럼의 i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하중 

ni ：피로 하중 스펙트럼의 i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이클 수

neq ：등가 사이클 수

m ：관련 재료에 대한 S－N 곡선의 기울기(Table 1 참조)

3. 피로하중 예측 방법 비교 

본 단원에서는 네 가지 예측방식인 다항식 곡선 접합(polynomial curve fitting), 결정 트리 방법(decision 

tree), 정규 선형 회귀(regularized linear regression),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예측 결과

를 제시하였다. 

3.1 다항식 곡선 접합 (polynomial curve fitting)

다항식 곡선 접합 방법은 출력 y의 평균값과 입력 x 사이의 관계식을 의미하며 출력 y는 다음과 같이 입력 x

의 n차 다항식으로 표현된다. 

  
 

 
   

     (2)

여기에서 ε은 수식의 나머지이며 β0, β1, ...βn 은 다항식의 미지변수이다. 미지변수를 찾기 위해 다항식 곡선 

접합 방법은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method)을 사용한다. 최소자승법은 나머지 ε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

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출력값 y는 기계하중의 1 Hz 등가하중(damage equivalent load)이다. 입력 x는 y와의 상관도가 

가장 높은 변수로 정한다. Fig. 1은 1 Hz 블레이드 평활방향 등가하중과 다른 측정 채널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

여준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타워상단부 앞뒤방향 모멘트의 등가하중값이다. 따라서 이 값을 다

항식 곡선 접합 방법의 입력 x로 정한다. 각 채널별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와 수치는 Table 2에 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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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lapwise fatigue (m = 10) and other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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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식의 차수는 1차 ~ 10차를 테스트하였다. 이 중 10차 함수일 때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가 최

소가 되었다. Fig. 2에서 분홍색 계측 데이터의 중간에 파란색 근접 데이터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블레이드 

루트부 평활방향 등가하중의 다항식 곡선 접합식은 다음과 같다. 

  ∙ 
 


  ∙ 

 

   (3)

위 수식에 따른 다항식 곡선 접합 방식으로 블레이드 루트부 1 Hz 평활방향 등가하중을 구한 데이터는 Fig. 3

의 왼쪽에 나타나 있다. 분홍색 점은 측정값, 파란색 점은 다항식 곡선 접합 방식에 의한 예측값이다. 예측 오차

의 히스토그램은 Fig. 3의 오른쪽에 제시되었다. 

Fig. 2 Curve fitting of a blade root 1 Hz DEL flapwise bending moment (m = 10) to 1 Hz DEL tower top normal moment (m = 4)

Fig. 3 Actual measurement data and predicted data (left) and histogram of prediction percentage error (right) with 

polynomial curve fitting for a blade root 1 Hz DEL of flapwise bending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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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Table 3의 예측 오차는 작아야 한다. 본 관계는 Fig. 4에 묘사되어 있다. 상관관

계와 예측 오차 사이의 선형 추세선 수식은 다음과 같다. 

    (4)

Table 2 Absolute value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a 1 Hz DEL and other channels

l Hz DEL 
Independent variable x of the highest absolute value of 

correlation coefficient

Absolute 

value of 

correlation 

coefficient

Flap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1 Hz DEL of tower bottom normal moment (m = 4) 0.89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Mean of blade root flapwise bending moment 0.82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middle (m = 10) 1 Hz DEL of tower top normal moment (m = 4) 0.74

Shaft tilt moment (fixed coord., m = 7) 1 Hz DEL of tower top normal moment (m = 4) 0.85

Shaft yaw moment (fixed coord., m = 7) 1 Hz DEL of tower top normal moment (m = 4) 0.82

Shaft torsion (m = 7) Standard deviation of power 0.90

Tower top normal moment (m = 4) 1 Hz DEL of blade root flapwise bending moment (m = 10) 0.88

Tower top lateral moment (m = 4) Maximum of shaft torsion 0.74

Tower middle normal moment (m = 4) 1 Hz DEL of blade root flapwise bending moment (m = 10) 0.86

Tower middle lateral moment (m = 4) Mean of wind speed 0.62

Tower bottom normal moment (m = 4) 1 Hz DEL of blade root flapwise bending moment (m = 10) 0.89

Tower bottom lateral moment (m = 4) Mean of wind speed 0.63

Table 3 Prediction error and calculation time using polynomial curve fitting

l Hz DEL Prediction error (%)

Flap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12.07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1.84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middle (m = 10) 2.66

Shaft tilt moment (fixed coord., m = 7) 9.92

Shaft yaw moment (fixed coord., m = 7) 10.69

Shaft torsion (m = 7) 14.97

Tower top normal moment (m = 4) 16.26

Tower top lateral moment (m = 4) 18.92

Tower middle normal moment (m = 4) 22.59

Tower middle lateral moment (m = 4) 33.84

Tower bottom normal moment (m = 4) 18.77

Tower bottom lateral moment (m = 4)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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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 between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reference data and prediction error of the test data (dot), linear 

regression (line)

3.2 결정 트리 

결정 트리 방식은 다른 기계학습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분류한다. 결정 트리에서 데이터 분류는 매 단계마

다 “결정”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9). 

블레이드 평활방향의 1 Hz 등가하중을 이용한 에측 오차 그래프와 오차 히스토그램은 Fig. 5에 제시되어 있

다. 결정 트리를 이용한 각 채널별 예측 오차는 Table 4에 기록되었다. 

Fig. 5 Actual measurement data and predicted data (left) and histogram of prediction percentage error (right) with 

decision tree for a blade root 1 Hz DEL of flapwise bending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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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diction error and calculation time using decision tree

l Hz DEL Prediction error (%)

Flap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10.44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1.66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middle (m = 10) 1.69

Shaft tilt moment (fixed coord., m = 7) 9.94

Shaft yaw moment (fixed coord., m = 7) 9.21

Shaft torsion (m = 7) 9.62

Tower top normal moment (m = 4) 11.81

Tower top lateral moment (m = 4) 8.77

Tower middle normal moment (m = 4) 9.69

Tower middle lateral moment (m = 4) 4.41

Tower bottom normal moment (m = 4) 9.55

Tower bottom lateral moment (m = 4) 3.53

3.3 정규 선형 회귀 

정규 선형 회귀법(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은 다음 수식과 같이 1차방정식 형태를 갖는다. 

  ∙   (5)

X는 측정값, Y는 출력값, β는 파라미터 벡터, ε은 노이즈이다. 

최적의 β를 찾기 위해 손실함수(loss function)를 이용하는데, 이 함수는 ∙와 같다. 손실함수의 최소

값은 LASSO, Group-LASSO, 최소절대편차추정법(least absolute deviation method)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10). 

정규 선형 회귀법을 이용한 예측 오차 그래프는 Fig. 6의 왼편에 제시되어 있고 히스토그램은 Fig. 6의 오른편

에 있다. 본 방식을 이용한 예측 오차는 Table 5에 기록되었다. 

Fig. 6 Actual measurement data and predicted data (left) and histogram of prediction percentage error (right) with linear 

regression for a blade root 1 Hz DEL of flapwise bending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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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diction error and calculation time using linear regression

l Hz DEL Prediction error (%)

Flap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7.58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1.27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middle (m = 10) 0.93

Shaft tilt moment (fixed coord., m = 7) 5.51

Shaft yaw moment (fixed coord., m = 7) 5.91

Shaft torsion (m = 7) 7.89

Tower top normal moment (m = 4) 6.83

Tower top lateral moment (m = 4) 6.02

Tower middle normal moment (m = 4) 6.95

Tower middle lateral moment (m = 4) 3.09

Tower bottom normal moment (m = 4) 6.05

Tower bottom lateral moment (m = 4) 2.08

3.4 인공 신경망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은 동물 뇌의 신경 활동을 모방하는 기계학습 방법이다. 인공 신경망

은 스스로 복잡한 패턴을 조직한다. 인공신경망의 노드는 층별로 배열되고 다른 층의 노드와 연결된다. 뇌 구조

와 비교하면, 인공 신경망의 노드는 뇌의 신경세포이고 노드간의 연결은 뇌의 시냅스에 해당한다11). 뇌는 시냅

스의 강도를 조정하면서 배운다. 동일한 방식으로 인공 신경망은 노드간의 가중치(weight)를 조정하며 학습한

다. 따라서 인공 신경망의 학습은 가중치를 바꾸어가며 최적의 결과를 찾는 과정이다. 

Fig. 7 Diagram of an artificial neural networ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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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신경망의 예측 결과와 히스토그램은 Fig. 8과 같다. 예측 오차값은 Table 6에 제시되었다. 

Fig. 8 Actual measurement data and predicted data (left) and histogram of prediction percentage error (right) with 

polynomial curve fitting for a blade root 1 Hz DEL of flapwise bending moment

Table 6 Prediction error and calculation time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l Hz DEL Prediction error (%)

Flap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7.06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0.83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middle (m = 10) 0.90

Shaft tilt moment (fixed coord., m = 7) 5.33

Shaft yaw moment (fixed coord., m = 7) 5.58

Shaft torsion (m = 7) 6.19

Tower top normal moment (m = 4) 6.20

Tower top lateral moment (m = 4) 5.53

Tower middle normal moment (m = 4) 6.50

Tower middle lateral moment (m = 4) 2.62

Tower bottom normal moment (m = 4) 5.66

Tower bottom lateral moment (m = 4) 1.93

3.5 회귀 분석 방식에 따른 예측 오차 비교 

3.1 ~ 3.4에서 네 가지 타입의 회귀 분석 방식이 제시되었다. 각 부품 하중별 예측 오차는 Table 7에 요약되었

다. 총 12개의 채널이 비교 대상으로 이용되었는데, 12개 모두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갖는 방식은 인공 신경

망이었다. 그 다음은 12개 모두 2위를 한 정규 선형 회귀법이었다. 3위는 결정 트리인데, 메인샤프트 경사 모멘

트의 경우는 다항식 곡선 접합 방식이 결정 트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결정 트리는 11개 채널에서 3위, 1

개 채널에서 4위를 기록하였다. 가장 예측 정확도가 낮은 방식은 다항식 곡선 접합 방식이었다. 알고리즘 구조

가 가장 복잡하고 연산시간도 오래 걸리는 인공 신경망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통

계적 방법인 다항식 곡선 접합 방식이 가장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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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ediction accuracy (Polynomial: Polynomial curve fitting, Tree: Decision tree, Linear: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l Hz DEL 
Prediction error (%)

1st 2nd 3rd 4th

Flap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7.06 7.58 10.44 12.07

ANN Linear Tree Polynomial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root (m = 10)
0.83 1.27 1.66 1.84

ANN Linear Tree Polynomial

Edgewise bending moment of the blade middle (m = 10)
0.90 0.93 1.69 2.66

ANN Linear Tree Polynomial

Shaft tilt moment (fixed coord., m = 7)
5.33 5.51 9.92 9.94

ANN Linear Polynomial Tree

Shaft yaw moment (fixed coord., m = 7)
5.58 5.91 9.21 10.69

ANN Linear Tree Polynomial

Shaft torsion (m = 7)
6.19 7.89 9.62 14.97

ANN Linear Tree Polynomial

Tower top normal moment (m = 4)
6.2 6.83 11.81 16.26

ANN Linear Tree Polynomial

Tower top lateral moment (m = 4)
5.53 6.02 8.77 18.92

ANN Linear Tree Polynomial

Tower middle normal moment (m = 4)
6.50 6.95 9.69 22.59

ANN Linear Tree Polynomial

Tower middle lateral moment (m = 4)
2.62 3.09 4.41 33.84

ANN Linear Tree Polynomial

Tower bottom normal moment (m = 4)
5.66 6.05 9.55 18.77

ANN Linear Tree Polynomial

Tower bottom lateral moment (m = 4)
1.93 2.08 3.53 33.63

ANN Linear Tree Polynomial

4. 결 론

피로하중은 MW급 풍력발전기에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하였다. 특정 채널의 피로하중을 에

측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이 이용되었다: 다항식 곡선 접합, 결정 트리, 정규 선형 회귀, 인공 신경망.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방식은 인공 신경망이고 그 다음으로는 정규 선형 회귀와 결정 트리 방식이었다. 따라

서 기계 학습을 이용한 예측이 통계적 방식인 다항식 곡선 접합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중 다른 신호들을 이용한 피로하중 예측 방법을 이용하여 센서의 개수를 줄일 수 있고 

센서의 고장에도 대처할 수 있다. 피로하중 예측에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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