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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the fuzzy logic based variable step-size 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method for the stability at the steady state and the improvement of the transient response in the

wind power system. If the change value of duty ratio is set on stability of the steady state, MPPT control

traces to maximum power point slowly. And if the change value is set on improvement of the transient

response, the system output oscillates at the maximum power point. By adjusting the step size with fuzzy

logic, it can be improved the MPPT response speed and stability at steady state when MPPT control is

performed to track the maximum power poin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verified by

simulations and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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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환경오염을 야기시켰고 에너지

원의 고갈을 초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풍력, 태양광 등이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은 설치비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지만 한번 설

치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풍력발전 시스템은 베츠의 법칙에 따라 입력파워의 약

60% 이상은 변환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에너지를 최

대효율로 계통에 전달하기 위해 MPPT 제어가 필수요

소이다[3].

풍력발전시스템의 발전기로는 유도발전기와 PMSG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가 주로 사

용되고 있으며, 유도발전기는 가격이 싸고 견고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역률이 낮고 교류여자전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 PMSG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

로 PMSG를 이용한 풍력발전 시스템은 back-to-back

컨버터를 이용하여 발생전력을 전력계통에 전달하고 있

으나
[4]
, 중소용량 풍력발전시스템에서는 발생전력을 제어

하기 위하여 회로 구성이 간단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효

율이 양호한 부스트 컨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3상 다이오드 정류기,

부스트 컨버터, 그리고 계통 연계형 인버터로 구성되어

단상 계통에 연결된다. 3상 다이오드 정류기가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어 발전기를 직접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부스트 컨버터의 입력전류를 스위칭 작용을

통해 듀티비를 조절함으로써 MPPT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풍속과 회전속도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은 단순하지만 고가의 장비 및 측정 시 에러가 존재한

다는 단점이 있다[5].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풍속과 회전

속도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센서리스 MPPT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센서리스 MPPT 제어는 발전기의

출력전력 및 출력전압의 관계를 비교하여 최대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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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id connected wind power system

출력 가능하게 할 수 있다
[6]
.

센서리스 MPPT 제어 기법 중 P&O 방식은 풍력발전

기 출력전압을 주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최대출력점을 추적하는 제어방식으로 비교적 제어알고

리즘이 간단하면서도 우수한 추적성능을 나타낸다. 그러

나 기존의 일정 듀티비 변화량으로 MPPT 제어를 수행

할 때 듀티비 변화량 설정에 따라 정상상태와 과도응답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 정상상태 안정성을 고

려하여 듀티비 변화율을 설정할 경우, 과도응답 특성이

감소하고, 과도응답 특성을 고려하여 듀티비 변화량을

설정하면, 정상상태에서 진동이 발생한다
[7-9]
. 이러한 현

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전력손실이 누적되며, 특히 발전

효율이 낮은 저속 운전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 모든 MPPT 운전주기 동안에 계속적인 진동으로 인

하여 발전기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퍼지

로직 기반의 가변 스텝 사이즈 MPPT 제어 기법을 제안

한다. 출력되는 전류변화의 증감에 따라 듀티비 변화량

을 퍼지규칙을 기반으로 가변 하여 정상상태에서의 안정

성과 시스템 응답특성을 향상시킨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 및 실험결과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2. 풍력발전 시스템 구성

전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풍속이 유입되면

블레이드에서 발생한 기계적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되어 다이오드 정류기, 부스트 컨버터, 인버터를 통

해 단상 계통에 공급된다. 발전기는 고효율, 저유지 비

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PMSG로 선정하였다. 풍속

에 의해 전력이 발생하면 부스트 컨버터와 인버터를 통

해 계통 측에 전달된다. 부스트 컨버터는 전압을 승압

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기 측에서 최대전력을 발전하도

록 MPPT 제어를 수행한다. 인버터는 직류단 전압을 제

어하면서 발전된 전력을 계통 측에 안정적으로 전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2.1 풍력발전기 모델링

풍력발전기는 유입되는 바람의 동력을 이용하여 블레

이드를 회전시키고 기계적인 힘으로 변환시킨다. 풍속과

연관된 기체역학적인 토크(Tm)과 이때 발생된 에너지

(Pm)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2)

여기서 ρ는 공기밀도, R은 블레이드 반지름, Vwind는 풍

속, Cp는 전력변환계수, λ는 주속비, ωm은 발전기 회전

자의 기계적 회전속도이다. 주속비 λ는 풍속에 대한 블

레이드 선단속도의 비이며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3)

풍력발전기의 전력변환계수는 식 (4)로 표현된다[10]. λi
는 식 (5)와 같이 정의하고 는 피치 각을 나타낸다.

 


 





(4)

 




 




(5)

식 (6)은 블레이드와 발전기의 토크 관계식을 나타낸다.

  


 (6)

여기서 Jw는 블레이드 관성 모멘트, Tload는 발전기 토

크이다. 발전기토크와 발전기 부하단. 토크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Fg는 발전기 마찰계수, Jg는 발전기 관성모멘트,

Tg는 발전기 부하단 토크이다. 식 (6)과 식 (7)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풍력발전시스템의 전체 토크 관계식을

정의할 수 있다.

   


  (8)

식 (8)에 ωm을 곱해, 블레이드 출력특성 식을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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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Power conversion coefficient versus

tip-speed ratio

  Fig. 3 Control block diagram of the inverter

     

Fig. 4 Flowchart of the MPPT algorithm

2.2 발전기 및 3상 정류기 입출력 전압관계

블레이드에 의해 발전기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적 에너

지가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된다. 발전기의 회전속도는

출력전압과 비례관계에 있다.

  (10)

여기서 Vpmsgout은 발전기 출력전압이고, α는 비례상수이

다.

ωm으로 양변을 미분하면 식 (11)로 표현가능하다. 발

전기 출력전압을 이용하여 회전자 속도 증감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11)

3상 다이오드 정류기와 발전기 출력전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2)

2.3 부스트 컨버터

승압형 컨버터의 입력과 출력전압 관계식은 다음 과

같다.

 


 (13)

여기서 Vo는 부스트 컨버터 출력전압, Vi는 입력전압, D

는 부스트 컨버터 듀티비를 나타낸다.

식 (13)을 듀티비에 대한 미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

최대출력점에서 발전기 출력전력과 속도관계는 다음

과 같다.




  (15)

식 (15)에 연쇄법칙을 적용하여 식 (16)을 도출할 수

있다.







·


·


 (16)




  (17)

여기서 Vi는 정류된 발전기 출력전압이다.

식 (16)에 식 (14)와 식 (17)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18)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 관계식을 통해

부스트 컨버터의 듀티비 조절을 통해 발전기의 회전속

도와 출력전력의 조절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18)

2.4 인버터

계통측 인버터는 발전기 의해 발생된 전력을 계통으

로 공급하고 출력전류의 역률제어를 수행한다. 발전기의

출력이 증가하면 직류단 전압이 상승하고 감소하면 직

류단 전압이 감소한다. 따라서 직류단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함으로써 발전기로부터 계통으로 넘어가는 전력을



208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위한 퍼지로직 기반의 가변 스텝 사이즈 MPPT 제어

Fig. 5 Fixed step size MPPT method

   

Fig. 6 Variable step size MPPT method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계통 측 인버터의 q축 전류를 0으

로 제어함으로써 계통 측에서 단위역률을 얻을 수 있다.

풍력발전시스템에서 발전된 전력이 계통으로 전달되

기 위한 직류단 전압제어 블록도는 그림 3과 같다. 직류

단 전압의 지령값과 실제값의 오차가 IP 제어기의 입력

이 되고 그 출력인 지령전류와 실제전류와의 오차가 PI

전류제어기의 입력이 된다. PI 전류제어기의 출력은 인

버터 구동을 위한 지령전압을 결정한다.

3. 제안하는 MPPT 제어방법

그림 4의 MPPT 방법은 출력전력과 발전기 출력전압

의 변화에 따라 부스트 컨버터의 듀티비를 조절함으로

써 출력전력이 최대로 되는 지점에서 풍력발전 시스템

이 동작하도록 하는 MPPT 방법이다
[11][12]

. 이러한

MPPT 방법은 풍력발전기 출력전압을 주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최대출력점을 추적하는 제어 방식

으로 비교적 제어 알고리즘이 간단하면서도 우수한 응

답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림 5와 같이 고정 스텝 사

이즈로 MPPT 제어를 수행할 경우 정상상태 안정성이

나 과도상태 응답특성이 저감될 수 있다
[8]
. 과도 응답특

성을 고려하여 듀티비 변화량을 설정하면 최대출력점을

빠르게 추종하지만 정상상태에서 진동이나 리플이 크게

발생한다. 반면에 정상상태 안정성을 고려하여 듀티비

변화량을 설정하면 MPPT 제어의 속응성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PPT 알고리즘은 이러한 문

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퍼지로직을 기반으로 출력전류량

에 따라 그림 6과 같이 듀티비 변화량을 가변한다.

기존의 MPPT 알고리즘은 발전기 출력전압을 주기적

으로 증가, 감소시킴으로써 최대출력점을 추종하는데,

이것은 발전기 출력전압이 모든 MPPT 운전 주기동안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최대출력점에서 발

전기 출력이 진동하여 발전기 출력전력의 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 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듀티비 변

화량을 감소시켜 최대출력점에서의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환경조건이 급변할 경우 최대출

력점 추종속도가 늦어지게 되므로 듀티비 변화량을 통

한 MPPT 제어의 스텝 사이즈 결정이 중요하다.

출력전류 변화량에 따라 퍼지제어를 이용하여, 풍속이

급변하는 그림 6의 A∼E의 구간에서는 MPPT 추종속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듀티비 변화량을 크게하여 스텝

사이즈를 증가시킨다. 최대출력점 근처인 그림 6의 E∼

F의 구간에서는 최대출력점에서의 진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듀티비 변화량을 작게하여 스텝 사이즈를 감소시

킨다.

가변 스텝 사이즈 MPPT 제어를 통해 정상상태에서

의 안정성과 최대출력점 추종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제안하는 MPPT 알고리즘은 그림 4와 같은 규칙에 의

해 수행되며 듀티비 변경과 관련된 식은 다음과 같다.

Δduty는 부스트 컨버터 듀티 변화량, D는 부스트 컨

버터 듀티비, Δd는 퍼지제어기 출력, Z는 퍼지제어기 출

력에 곱해지는 계수인자이다.

  (19)

  (20)

       

   Fig. 7 Block diagram of general fuzzy controller

Fig. 8 Fuzzy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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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Input membership function

   Fig. 10 Output membership functions

Table 1 Control rule of fuzzy controller

Δe

Δce
NB NM NS Z PS PM PB

NB NS NM NS Z PS PM PS

NM NB NM NS Z PS PM PB

Z NB NB NS Z PS PB PB

PM NB NM NM Z PM PM PB

PB NS NM NM Z PM PM PS

Parameter Value

Rated power 3 kW

Rated current 13.5 Arms

DC-link voltage 350 Vdc

Grid voltage 220 Vrms

Boost

converter

L1 3 mH

C1 1100 uF

LCL-filter

L2 3.5 mH

L3 2.5 mH

C2 10 uF

Table 2 System parameter

  max
max

(21)

여기서 Δdutymax는 고정 스텝 사이즈로 MPPT를 수행할

때 최대로 변화 가능한 듀티비 변화량, ΔImax는 고정 스

텝 사이즈로 MPPT를 수행할 때 정상상태에서의 전류

변화량이다. 출력전류 변화량에 출력된 퍼지출력 값이

계수인자에 곱해져 가변 스텝 사이즈로 MPPT 알고리

즘이 수행된다.

3.1 퍼지 제어기

퍼지 제어는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어규칙을

언어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외란에 대해 매우

강인한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어 대상을 수학적으

로 정확히 근사화할 수 없는 경우에 제어대상의 입력과

출력 관계만으로 탁월한 성능을 나타낸다.

퍼지 제어기는 오차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퍼지추론을

하며, 퍼지추론의 결과는 제어입력의 변화량에 따라 출

력이 동작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출력

전류 변화량 정보를 퍼지제어기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

였다. 출력되는 퍼지제어기 출력값은 MPPT 제어 수행

시 전류량에 따라 듀티비가 가변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

다. 퍼지제어기의 전체 구성은 그림 7과 같이 퍼지화기,

추론기, 비퍼지화기 세 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3.2 퍼지화

퍼지화는 입력변수를 소속함수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입력변수가 소속함수를 통해 관계되는 퍼지집합에 속하

는 정도를 결정한다. 소속함수는 가우시안 분포, 시그모

이드 곡선, 범종형, 삼각형 등의 임의의 형태일 수 있다.

일단 소속함수의 형태가 선택되면 중앙값과 변역을 선

정한다. 어떠한 순간에 하나의 규칙이 만족될 수 있게

소속 함수가 중복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된 소속 함수는 삼각형이며 그림

9와 같이 출력전류의 현재 값과 이전 값의 오차인 Δe는

7개, Δe의 현재 값과 이전 값의 오차인 Δce는 5개의 삼

각형으로 퍼지 집합을 구성하였으며 퍼지 제어기의 출

력인 Δd는 그림 10과 같이 7개의 삼각형으로 퍼지집합

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퍼지추론은 퍼지논리 연산, 퍼지

규칙, 회합 과정을 포함한다.

추론시스템에서 입력변수는 퍼지연산자와 IF-THEN

규칙을 직접 퍼지관계에 변형하여 출력 퍼지를 구한다.

각 규칙에 대해 출력퍼지 집합은 하나의 집합으로 회합

되고 입력퍼지 집합은 논리연산자 AND에 의해 퍼지규

칙과 관계를 맺는다. 두 입력 퍼지집합에 대한 연산은

퍼지관계의 교집합이므로 식(22)와 같다. 교집합연산 ∩

은 최소치연산 ∧에 의해 연산된다.

∩ ∧ mi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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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ixed step-size MPPT

Fig. 12 Variable step-size MPPT

퍼지추론 규칙은 표 1과 같다. 입력 Δe와 Δce에 대한

출력인 Δd는 35개의 규칙을 갖는다. 퍼지 제어기를 이

용하기 위해선 비퍼지화 과정이 필요하다 퍼지추론에

의해 결정된 Δd의 비퍼지화란 퍼지값을 실제수치로 변

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비퍼지화 방법은 무게 중심법

을 사용한다.

4. 시뮬레이션

제안된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PSIM을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표 2와 같은 시스템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풍력발전시스템의 최적 주속비는

              (a) Wind generator  

           

             (b) Power converter and 

                 controller

       Fig. 13 Experimental setup

약 2.95이며 직류단 전압은 인버터에서 350V로 제어된

다. MPPT 제어는 부스트 컨버터에서 수행된다. 그림

11은 과도응답특성만을 고려하여 듀티비 변화량을 일정

하게 설정한 고정 스텝 사이즈 MPPT 제어를 수행할

경우 시뮬레이션 파형이다. 풍속을 8m/s에서 11m/s로

가변할 경우 MPPT 제어는 잘 수행되나, 출력전력 파형

의 정상상태에서 약 20W의 크기로 진동이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림 12는 전류변화량에 따라 듀티비 변화량을 가변

하는 가변 스텝 사이즈 MPPT 제어를 수행할 경우 시

뮬레이션 파형이다. 제안한 MPPT 제어방법을 통하여,

고정 스텝 사이즈로 MPPT 제어를 수행할 경우와 동일

한 MPPT 추정속도를 유지하면서, 전류변화량이 작은

최대출력점 근처에서는 듀티비 변화량을 감소시켜 정상

상태에서의 출력전력 리플이 약 12W로 감소하였다. 출

력전력에 발생하는 리플이 고정 스텝 사이즈로 MPPT

제어를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약 40% 감소한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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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 험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2와같

이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세트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3은 제어부와 전력변환부를

나타낸다. 제어보드는 TMS320F028335를 사용하여 구성

하였으며 전력변환부는 계통연계형 인버터 및 승압형

컨버터로 구성하였다.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모의를 위

한 유도전동기는 토크제어로 구동되며 3kW급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림 14는 고정 스텝 사이즈 MPPT 제어를 수행할

경우 실험파형이다. 과도응답특성만을 고려하여 설정한

듀티비 변화량으로 고정 스텝 사이즈 MPPT 제어를 수

행할 경우, 정상상태에서 출력전력에 약 100W 크기의

리플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4에서 나타난 정상상태의 리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듀티비 변화량을 작게 설정하여 MPPT 제어

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상상태 리플의 감소를 고

려하여 듀티비 변화량을 작게 설정할 경우 리플은 감소

하나 MPPT 추종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림 15는 제안한 퍼지로직 기반의 가변 스텝 사이즈

MPPT 방법을 적용했을 때 파형이다. 그림 14와 그림

15의 풍속 가변구간에서의 출력전력 파형을 비교해보면,

과도응답 특성만을 고려하여 고정 스텝 사이즈로

MPPT 제어를 수행하였을 때와 동일한 MPPT 추종속

도를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인 정상상태에서의 출력전력

리플이 약 60W 크기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고정

스텝 사이즈 MPPT 제어를 수행한 결과와 비교하여 출

력전력 리플이 약 40% 감소하였다.

전류변화량이 큰 과도상태에서는 듀티비 변화량을 크

게 하여 최대출력점 추종속도를 만족시켰고, 전류변화량

이 작은 최대출력점 근처에서는 듀티비 변화량을 작게

하여 정상상태에서의 진동 폭을 줄여 정상상태 안정성

을 향상시켰다.

기존의 방법들은 발전기 전압에 대한 전력 미분값을

토대로 듀티비 변화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디지털 제어

시 연산량이 많고, 유연한 제어를 위해 높은 샘플링 주

파수와, 분해능이 높은 AD컨버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출력되는 전류 변화량만을 가지고 퍼지

제어기 규칙에 따라 듀티비 변화량(Δd)를 생성하기 때

문에 소형풍력발전시스템에 간단히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6은 출력전류 파형과 직류단 전압 파형이다. 계

통연계 인버터가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고 직류단 전

압도 지령치인 350V로 제어된다. 제안한 MPPT 제어방

법을 수행할 경우, 풍력발전 시스템이 정상상태 및 과도

상태 특성을 만족시키며 최대출력점에서 운전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시스템의 MPPT 제어를 수행

Fig. 14 Fixed step-size MPPT

Fig. 15 Variable step-size MPPT

Fig. 16 Grid voltage and output current

할 경우, 정상상태 안정성과 과도상태 응답의 향상을 위

한 방법으로 퍼지로직 기반의 가변 스텝 사이즈 MPPT

제어방법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과 실험결과를 통하

여 제안한 방법이 풍력발전시스템에 잘 적용되며 고정

스텝 사이즈로 MPPT 제어를 수행할 경우 발생했던 정

상상태와 과도상태의 문제점들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2-00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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