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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년 교토 의정서를 체결하여1997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석유와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연료에 의존해 오던 에너지 소비

형태를 과감하게 바꾸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신.

재생에너지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풍력으로서 전 세계의 풍력 발전량은 지난 수십

연간 평균 누적하여 의 비율로 급격히 성장30%

하고 있으며 향후 년 동안의 풍력 산업은 크게20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풍력 산업 성장에 따라서 토지제한 소음 등의,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육상 풍력에서 해상

풍력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해상 풍력은 공.

간 제약이 덜하여 대형단지를 설치 할 수 있고

약 배 풍부한 풍력 자원이 있어서 대용량대규1.5 ·

모 단지 조성에 적합하다 우리나라도 후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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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기의 회전속도와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블레이드 피치 제어기 및 발전기:

토크 제어 기법을 제시하고 비선형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회전속도 오차 및 출력.

오차를 이용한 양한정 함수를 정의하고 리아프노프 안정성 이론을 적용하여 정적 피치 제어기와 동적

토크 제어기를 설계하고 제어기 설계 모델과 실제 적용 모델간의 차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를 이용하여 설계 인자 값을 결정하였다 풍력발전기 제어기 설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

력 전달계 모델을 기반으로 제어기 설계 절차를 예시하였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비례 적분 미분 제어, - -

및 최대 출력점 추종 토크 제어기와 성능 비교를 통하여 제안된 제어 설계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Abstract: In this study, a method for designing blade pitch and generator torque controllers for a wind

turbine generator is presented. This method consists of two steps. First, the Lyapunov stability theory is used

to obtain nonlinear control laws that can regulate the rotor speed and the power output at all operating

ranges. The blade pitch controller is chosen such that it always decreases a positive definite function that

represents the error in rotor speed control. Similarly, the generator torque controller always decreases a

positive definite function that reflects the error in power output control. Then, the simulation-based

optimization technique is used to tune the design parameters. The controller design procedure and simulation

results are presented using the widely adopted two-mass model of the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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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새만금 제주도 등에 단지를 조성하여 투자,

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가.

동 중인 풍력발전시스템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작

되었거나 해외기술에 의존하여 면허생산으로 제

작되었다 향후 국내 기술력으로 제어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국산화와 시장성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풍력 에너지 변환 시스템은 원하.

는 성능 및 수익을 얻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제

어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제어 시스템의 성능은.

효율 및 기계 수명 수익성에 직결되므로 끊임없,

는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풍력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이전에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던

효과를 포함한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2)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풍력발전기는 가변속 피-

치 제어식 풍력발전기로서 기본적으로 블레이드,

피치 각도 변화를 이용한 공력토크 제어 그리고

발전기의 반력 토크 가감을 통하여 출력을 제어

하는 방식이다 가변속 피치 제어 풍력발전기는. -

고정속도 풍력발전기에 비하여 효율적 전력 생산

과 낮은 기계적 스트레스를 갖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풍력발전기의 제어 방법은 에 도Fig. 1

시한 바와 같이 풍속에 따라 영역 저풍속 영역1( ),

천이 구간 영역 고풍속 으로 구분하여 수행한2( ), 3( )

다 영역 에서는 실질적으로 블레이드 피치 제어. 1

는 수행하지 않고 블레이드 설계시 결정된 최적

피치 각도로 고정된 상태로 운전하며 발전기는,

가급적 최대의 출력을 인출할 수 있도록 소위 최

대 출력점 추종(Maximum Power Point Tracking)

방식으로 제어된다.
(3,4) 그러나 고풍속 영역인 영

역 에서는 풍력발전기에 과도하게 유입되는 공력3

에너지를 제한하도록 블레이드 피치 제어가 능동

적으로 수행됨과 동시에 풍력발전기의 회전 속도

및 출력이 허용된 한계치를 넘지 못하도록 발전

기 토크 제어가 수행된다.

기존의 비례 적분 미분 방식의 블레이드 피치- -

제어기는 기본적으로 특정 작동점을 중심으로 한

선형 모델 기반의 제어기이며 풍력발전기처럼 원

천적으로 비선형 시스템에 적용을 위하여 게인

조정 계획 이 필요하다(Gain Scheduling) .
(5,6) 또한

최대 출력점 추종 방식의 토크 제어기법은 저풍

속 영역에서는 그 성능이 보장되나 회전속도를,

기준으로 명령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고풍속 영역

에서는 발전기 정격 회전속도 및 정격 출력 유지

Fig. 1 Wind Turbine Power Curve

에 한계가 있다.
(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풍속 및

작동영역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한 블레이드 피

치 제어 및 발전기 토크 제어기 설계 기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장에서 풍력발전시스템의 주요 구2

성품인 공력 피치 모터 동력 전달계, , (Drive-trian)

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장에서 리아프노프, 3

안정성 이론을 이용한 제어기 설계 절차를 상세

히 기술하고 장에서 기반의 시, 4 Matlab/Simulink

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례-

적분 미분 블레이드 피치 제어기 및 최대 출력점-

추종 토크 제어 기법과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에서 본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논5

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

다.

풍력발전시스템 모델링2.

공력 모델링2.1

바람에너지로부터 블레이드가 생산하는 공력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Aerodynamic Power)

된다.

  




(1)

여기서 는 피치각 와 끝단 속도비  



의 함수이며 출력 계수 이다 깃(Power Coefficient) .

요소 운동량 이론(Blade Element Momentum

를 이용하여 블레이드를 요소로 나누어Theory)

공기역학적 형상에 따라 발생하는 양력과 항력을

적분하여 무차원화 시킨 값이다.
(8) 에서 본Fig. 2

연구에 사용된  곡선을 보이고 있다 출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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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wer coefficient curve of wind turbine

수를 통하여 출력 및 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

피치 모터 모델링2.2

피치 모터는 시상수 초인 차 시스템으로0.2 1

모델링하였다 피치 모터의 최대 각속도는. ±3

로 제한하였으며 작동 범위도deg./s(0.052 rad/s) , 0

로 제한하였다20 deg.(0~0.35 rad) .∼

동력 전달계 모델링2.3

는 풍력발전기의 핵심적인 동특성을 고려Fig. 3

한 모델로서 제어기 설계를 위하여 가장 폭 넓게

인용되는 모델을 도시한 것이다 블레이드 저속. ,

회전축 기어박스 고속 회전축 발전기와 같이, , ,

주요 구성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9,10)

먼저 풍력 로터의 회전 운동 방정식은


   (2)

이다 여기에서. 는 공력토크, 는 저속 회전

축 토크를 의미하며 블레이드를 포함한 로터의,

마찰계수가 고려되었다 먼저 공력토크. 는 다

음 식으로 계산된다.

  

 


 (3)

위 식에서 는 풍력 타워 허브 높이에서 공기밀

도, 은 블레이드 길이 그리고, 는 풍속을 나타

낸다 또한 저속 동력 전달 축 토크. 는 간단

한 스프링 댐퍼 모델로 간주하여- (Spring-Damper)

Fig. 3 Two-mass model of wind turbine
(8)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4)

위 식에서 는 저속 회전축의 댐핑 계수, 

는저속 회전축의 스프링 계수이다.  , 는 각

각 로터의 회전각과 저속 회전축의 회전각이다.

또한  ,  는 각각 로터의 회전속도와 저속 회

전축의 회전속도이다.

유사한 방법으로 발전기의 회전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5)

위 식에서 는 고속 회전축 토크 는 발전기

반력 토크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기어박스를 고.

려하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6)

안정성 이론을 이용한3. Lyapunov

제어기 설계

피치 제어기 설계3.1

피치 제어기의 목적은 공력 토크를 제어하고

풍력 터빈이 사용자가 원하는 각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날개꼴 의 받음각을 바꾸어 주(Airfoil)

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피치 제어의 주목적은.

회전 각속도 가 운용 방식에서 요구되는 기준

각속도 
를 추종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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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 각속도 오차를 정의하고

    


(7)

각속도의 오차를 이용하여 양 한정(Positive

인 리아프노프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definite)

한다.

  




(8)

리아프노프 안정성 이론에 따라(11) 양 한정 함수

의 시간에 대한 미분 값이 항상 음수 값을 갖

는다면 의 값은 항상 감소하게 되어 궁극적으

로 각속도 오차 는 에 수렴하게 된다 이를0 .

위하여 식 을 미분하면(8)

   
   

 (9)

이고 식 가 항상 음수 값을 갖도록 다음의 관, (9)

계를 만족하도록 정의하였다.

      (10)

식 에서(10) 는 의 감소율을 결정하는 설계

인자 이다 식 과 을 이용(design parameter) . (9) (10)

하여 정리하면

   (11)

와 같고 이는 각속도 오차가 차 안정 시스템과, 1

동일한 방식으로 에 수렴함을 의미한다0 .

만약 기준 각속도 
의 변화가 늦거나 거의 상

수로 가정할 수 있다면 식 은(11)

   (12)

이고 식, 에 대입하고 공력 토크(2)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즉 공력 토크 값이 식 의 우변에서 계산된, (13)

값과 같도록 피치 제어가 수행된다면 리아프노프

안정성 조건을 만족하고 따라서 각속도 오차가 0

에 수렴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식. (13)

의 우변에서 계산된 공력 토크를 
라 정의하고,

피치 제어에 의한 추가적인 공력 토크를 라

하면


  (14)

와 같이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피치 제어에 의,

한 추가적인 공력 토크는 간단히

 

    (15)

급수 전개의 차 선형 항만을 취하였으며Taylor 1 ,




는 풍력 로터가 생산하는 공력 토크의 피치

각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의미한다.
(12) 식 에(15)

서 는 현재의 피치 각도를 의미하고, 는 피치

각도 명령값을 나타낸다 식 과 를 식. (13) (15)

에 대입 후(14) 에 대하여 정리하면

  







   
(16)

이다 식 은 각속도 오차 정보만을 이용하는. (16)

비례 적분 미분 피치 제어기와 다르게 현재의 공- -

력 토크  및 저속 회전축 토크  정보도 활

용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토크 제어기 설계3.2

토크 제어기의 목적은 저풍속에서 풍력 터빈이

회수할 수 있는 최대 출력을 인출하고 고풍속에

서 발전기 정격 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피치.

제어기 설계 절차와 유사한 방법으로 출력 가

기준 출력 
를 추종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기 출력 오차를 정의하

고

    


(17)

출력 오차를 이용한 리아프노프 함수를 정의한

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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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제어기 설계 절차와 동일하게 양한정 함수

의 시간에 대한 미분 값이 항상 음수 값을 갖

도록 식 을 미분하고 다음 식 의 관계를(18) (19)

만족하도록 정의하였다.

   
  

 (19)

      (20)

식 와 를 이용하여 정리하면(19) (20)

   (21)

와 같고 이는 출력 오차가 에 수렴함을 의미한, 0

다 기준 출력. 
를 상수로 가정하면

   (22)

기계적 출력이 발전기 내에서 마찰이나 전기적

손실이 없이 전기적 출력과 같다고 가정하면

   (23)

이므로 식 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여 식(23)

에 대입하면(22)

 
 (24)

이다 식 을 발전기의 회전운동 방정식 식. (24) (5)

에 대입하고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발전기 반력 토크에 대한 차 미분 방정식을 유1

도할 수 있다.

  








 


  






(25)

식 은 동적 토크 명령이며 최대 출력점 추종(25)

토크제어기와 다르게 고속 회전축 토크  발,

전기 토크 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설계 변수 최적화3.3

제어기 설계의 마지막 단계는 설계인자  및

의 결정이며 제어기 설계 모델과 실제 적용,

모델간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화 기법(13)을 사용하였으

Fig. 4 MATLAB/SIMULINK model block

며 에서 제공하는 최적화 도MATLAB/SIMULINK

구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제어기 설계 단계에.

서 고려되지 않은 피치 모터의 비선형성 작동(

속도 및 범위의 제한 을 감안한 설계인자 결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풍속 영역에서 다.

음과 같은 성능 지수를 최소화하는 설계인자를

제어기에 적용하였다.

 min





  



  



  



  



  



    







(26)

위 식에서 는 풍력 로터의 최대 허용 속도

를, 는 발전기 정격 출력을 나타낸다 식.

를 최소화함으로써 고풍속 영역에서 회전 속(26)

도와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동력

전달 축 비틀림 속도 최소화라는 추가적인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4.

시뮬레이션 환경 구현4.1

는 기반으로 구성한 시뮬Fig. 4 Matlab/Simulink

레이션 블록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Pitch control”

및 블록은 각각 식 과 식“Torque control” (14) (23)

을 구현한 것이고 블록, “Two-mass Wind turbine”

은 본 논문의 절에서 소개한 풍력발전기 동역2.3

학 모듈이다 그리고 블록은. “Wind Model”

를 이용한 풍황 생성 모듈로서Kaimal Spectra

와 를 고려하였Tower Shadow Rotational Turbu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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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 시뮬레이션을 위한 동력 전달계 모델 및

공력 모델의 제원을 에 정리하였으며 참Table 1 ,

고문헌 및 을 인용하였다(8) (13) .

시뮬레이션 결과4.2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선형 피치 및 토크 제어

기의 성능을 비례 적분 미분 피치 제어기 및 최대- -

출력점 추종 토크 제어기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용된 비례 적분 미분 이득 값은 참고문- -

헌 에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화 기법을 사(13)

용하여 설계한 이득 값을 이용하였다 피치 제어.

Fig. 5 Wind Scenario (m/s)

Fig. 6 Pitch angle time history (deg.)

Fig. 7 High-speed shaft torque command (kN-m)

기 및 최대 출력점 추종 토크 제어기는 각각 아

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된다.
(3)

   




 (27)

   

max



(28)

위 식에서 블레이드 피치각 명령 는 정격 회전

속도에 대한 오차를 나타내는 를 이용하여 계산

되며 토크 명령값,  는 현재 풍속에서 최대의

출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값이다 시뮬레이션을 위.

하여 사용된 풍황은 평균풍속 난류강도16m/s,

를 포함한 모델이며 에 보인 바15% Kaimal Fig. 5

와 같다.

먼저 과 각각은 시간에 따른 피치각 변Fig. 6 7

화 및 발전기 토크의 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선형 제어기 및 비례. -

적분 미분 최대 출력점 추종 방식의 제어기 모두- /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비선형 제어 방식,

이 좀 더 빠른 제어 명령값 변화를 요구하고 있

으며 결과적으로 와 에 제시한 바와 같이, Fig. 8 9

Fig. 8 Rotor speed regulation (rad/s)

Fig. 9 Wind turbine output power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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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Power () 650 kW

Rated Wind Speed () 11 m/s

Rated Rotor Speed () 4.4577 rad/s

Rotor Diameter () 21.65 m

Optimal Tip Speed Ratio() 8.1

Blade Section NACA63(3)418

 max 0.4046

Rotor inertia() 3.25×10
5

kg.m
2

Generator inertia() 34.4 kg.m
2

Shaft damping coefficient()
2.691×10

5

N.m/rad/s

Shaft stiffness coefficient() 9500 N.m/rad

Rotor friction coefficient()
27.36

N.m/rad/s

Generator friction coefficient() 0.2 N.m/rad/s

Gearbox ratio ( ) 43.165

Table 1 Wind Turbine characteristic

Fig. 10 Torsional rate of low-speed shaft (deg/s)

현격하게 개선된 로터 회전 속도 및 출력 제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예제에서 사용된 풍력.

발전시스템의 정격 회전속도 및 정격 출력은

에 보인 바와 같이 각각 및Table 1 4.46 rad/s

이다 마지막으로 은 저속 및 고속650kW . Fig. 10

회전축의 회전 속도 차이에서 기인하는 측 비틀

림 속도 를 보여주고 있다 비례 적(Torsional rate) . -

분 미분 피치 제어기 및 최대 출력점 추종 토크-

제어기에 비하여 축 비틀림 저감 효과가 뚜렷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동과 같은 기계적 스트레.

스를 줄이는데 기여하여 풍력터빈의 수명을 연장

에 기여할 것이다 비례 적분 미분 피치 제어기. - -

및 최대 출력점 추종 토크 제어기 방식의 제어기

는 원천적으로 축 비틀림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선형 토크,

제어기의 경우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화 절차,

를 통하여 축 비틀림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인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안정성을 이론을 응용Lyapunov

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의 블레이드 피치 제어 및

발전기 토크 제어기 설계 기법을 제안하였다 특.

히 동력 전달계 모델 기반의 풍력발전시스템 모

델을 이용하여 설계 절차를 예시하였으며 피치

제어기는 회전속도 오차 축 토크 및 공력 토크,

정보를 이용하는 비선형 정적 제어 구조를 갖으

며 토크 제어기는 출력 오차 축 토크 및 발전기, ,

토크 정보를 이용하는 비선형 동적 제어 구조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비례 적분 미분 피치 제어기. - -

및 최대 출력점 추종 토크 제어기 방식과 비교를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향후 블레이드 및 타.

워의 진동까지 고려한 모델을 기반으로 본 논문

의 제어기 설계 방법을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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