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MW급 풍력터빈의 천이영역 가변피치 작동방식의 효율성 
The Efficiency of a MW-class Wind Turbine Using Variable Pitch in Transit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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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풍력터빈(wind turbine)은 바람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

는 일종의 에너지 변환시스템이다. 바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회수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풍력터빈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풍력터빈 로터(rotor) 블레이

드(blade)의 형상에 따라 에너지 회수 효율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1] 실제 풍력터빈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제어전략을 운영하는

가에 따라 에너지 회수율이 결정된다.[2] 풍력터빈의 용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 최근의 수 MW급 풍력터빈은 로터 블레이드의 

직경이 100미터 내외의 거대 구조물이다. 로터의 회전반경이 

증가됨에 따라 기계적 부하나 소음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로터의 회전속도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된다.[4] 
MW급 풍력터빈의 경우 기계적 부하나 에너지 회수율을 고려

할 때 가변속도 가변피치(variable speed variable pitch)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3] 가변속도 가변피치는 정격풍속(rated 
wind speed) 이전에서 풍력터빈의 에너지 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변속도로 발전하고, 정격풍속 이후에서 일정한 전기적 

출력을 유지하기위해 피치제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고정속도 발전방식에 비해 풍력터빈의 작동 운영범위가 

증가하고, 실속제어에 비해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하중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4] 
가변속도 가변피치 방식에 있어서 최대 에너지 회수구간과 

정격출력 유지구간 사이의 천이구간이 발생한다. 로터의 회전속

도가 정격풍속 이전의 풍속에서 정격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최대에너지 회수를 위한 풍속에 비례하는 회전속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천이영역에서의 일반적인 방법은 피치각

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4] 본 논문에서는 천이영역의 

작동방식에 있어서 고정된 피치를 사용하지 않고 가변피치 사용

에 따른 에너지 회수율을 연간 에너지 생산량(annual energy prod-
uct, AEP)을 비교함으로 그 효율성에 대해 평가한다. 

2. 풍력터빈의 작동방식

Fig.1은 가변속도 가변피치를 사용하는 MW급 풍력터빈의 

파워커브로 풍력터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전기적 출력을 

나타낸 그림이고 풍력터빈의 전기적 출력은 식(1)에 의해 결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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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wer curve

Fig. 2 Power coefficient

식(1)에서 보듯이 풍력터빈의 전기적 출력은 풍력터빈으로 

불어오는 바람 에 대하여 값의 변화에 따라 그 출력이 결정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는 파워계수(power coefficient)로 

바람에너지로부터 전환되는 전기적에너지의 에너지 회수 효율

을 말한다. 는 풍력터빈의 선단속도비(tip speed ratio) 와 

피치각 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특성은 Fig.2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각각의 그래프는 특정피치각 를 기준으로 피치각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피치각이 증가할수록 

최대값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풍력터빈의 작동영역은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I-영역은 풍력터빈의 에너지 회수 효율을 최대로 하는 영역으로 

값이 최대가 되게 작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풍력터빈의 작동

조건이 일정한 피치각 와 를 만족하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작동영역에서는 피치각을 고정시키고 풍속에 비례하

여 로터의 회전속도를 제어하게 된다. III-영역은 풍력터빈의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으로 풍속의 3승에 반비례하게 

피치각을 점차 증가시켜 풍력터빈의 에너지 회수율을 감소시켜 

일정한 출력을 내도록 한다. 
I-영역과 III-영역사이의 천이구간인 II-영역이 존재하는데, 정

격풍속 보다 낮은 풍속에서 로터의 회전속도가 정격회전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Fig.3은 풍속에 따른 선단속도비를 

나타낸 그림으로 로터의 회전속도가 풍속에 비례하여 증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선단속도(tip speed)
를 갖는 풍력터빈의 선단속도비가 천이구간에서 값보다 낮아
지게 된다. 선단속도비의 감소로 인해 값을 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점차 낮아지게 된다. 

 Fig. 3 Tip speed ratio

3. 천이영역에서의 가변피치

 천이영역에서의 선단속도비의 감소는 결국 값을 감소시

키게 되고 결국 풍력터빈의 에너지 회수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MW급 풍력터빈의 일반적인 작동방식은 천이영역에서 피치각

을 값으로 고정하고 사용한다. 하지만 변하는 선단속도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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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확률분포함수

 
AEP (MWh)




× Fixed 

type(AEP1)
Variable 

type(AEP2)
4 1812.1 1813.4 0.07
5 3560.0 3566.4 0.18
6 5727.9 5742.3 0.25
7 8029.2 8051.3 0.28
8 10230.0 10257.8 0.27
9 12183.0 12214.7 0.26
10 13803.5 13837.4 0.25
11 15051.4 15086.3 0.23

 Fig. 4 power coefficient at tip speed ratio variation 
대응하는 는  의 조건일 때 만족하지 않는다. 즉, 변화하는 
선단속도비에 대해 값을 만족하는 피치각은 달라지게 된

다. 따라서 변화하는 선단속도비에 해당하는 의 조건인 

새로운 피치각으로 제어된다면 풍력터빈의 천이영역에서의 에

너지 회수 효율은 높아질 것이다. 
Fig.4는 선단속도비 변화에 따른 값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

로 천이영역에서의 값이 최대가 되는 조건의 피치각이 각각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선단속도비에 따라 

피치각을 변화시키면 풍력터빈의 천이영역에서의 에너지 회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Fig.5는 선단속도비 변화에 따른 

조건을 계산하여 풍속에 따라 천이영역에서의 피치각을 계산한 

그림이다. 

 Fig. 5 Fixed and variable pitch angle 

4. 가변피치 방식의 효율성

가변피치 방식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AEP,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계산하여 비교한다. 효율성의 비교에 있어서 피치엑츄

에이터(pitch actuator)의 작동빈도에 따른 기계적인 부하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였다. 
AEP를 산출하는 방법은 "method of bins"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

였고 풍속 누적확률 분포함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IEC-61400-121에서 제안하는 와이블(weibull)의 형상계수(shape 
factor)가 2인 레일리(rayleigh) 누적확률 분포함수를 사용하였

다.[5] 따라서 AEP값은 식(2)에 의해 결정된다. 

풍속영역 3m/s~25m/s 구간에 대하여 0.5m/s 간격으로 풍속 

칸을 결정하였다. 또한 측정 지역마다 평균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IEC-61400-121에 따라 4, 5, 6, 7, 8, 9, 10, 11m/s 평균풍속에 

대하여 계산하였다.[5] 
산출된 AEP는 Table 1과 같다. 각각의 평균풍속마다 천이영역

에서의 가변피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 

것을 볼 수 있다. 천이영역에서 고정된 피치각을 사용할 때와 

비교해보면 AEP값이 최소 0.07%, 최대 0.28%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Annual energy product

5. 결론

가변속도 가변피치 방식을 사용하는 최근의 MW급 풍력터빈

은 크기가 대형화 되면서 풍력터빈 로터의 회전속도는 정격풍속

보다 낮은 풍속영역에서 정격속도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풍력터빈의 천이영역이 발생되고 천이영역에서의 에너지회수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천이영역에서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가변피치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풍력터

빈의 특성에 의해 가변피치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 회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며, 평가를 위해 연간에너지 생산량을 비교하였

다. 실제 풍력터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천이영역에서의 가변피

치방식을 이용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피치 엑츄에

이터의 혹사 정도에 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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