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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소형풍력발 시스템은 도심지 그린화

정책의 한 방법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심형

소형풍력발 시스템은 도심의 빌딩이나 건축물 사이에

서 발생하는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기에 지를 생산

하므로 도심에서도 력을 공 할 수 있는 소형화된

체에 지시스템이다[1]-[2].

풍력발 시스템은 계통연계 유무에 따라 계통연계형

과 독립형으로 나 수 있다. 특히, 소형풍력발 기는

발 압이 낮아 일반 으로 독립형으로 많이 사용된

다. 그러나 변압기, 승압형 DC/DC 컨버터 는 3상

PWM 컨버터 등을 이용하면 계통연계형으로도 사용가

능하다[3]-[5].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추가 인 회로

제어가 필요한 단 을 가진다. [6]에서는 이러한 단 을

최소화하기 하여 N개의 발 기를 직렬연결하여 높은

직류단 압을 얻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6]에서는

출력 워 변화량을 P&O 방식을 이용한 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제어방법을 제안하

다. 하지만, 제안한 MPPT 제어방법은 각 블 이드에

인가되는 풍속이 비슷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

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풍력발 기의 직렬운 을 한 개

선된 MPPT 제어방법을 제안하 다. 소형풍력발 기를

직렬운 하는 경우, 블 이드 간 풍속편차가 커지면 다

수의 극댓값이 발생한다. 기존 MPPT 제어방법은 다수

의 극댓값 재 운 에 가장 가까운 극댓값을 추

종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류맥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류맥동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감 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각 극

댓값에서의 시스템 상태를 등가 으로 분석하고, MPPT

제어방법이 추종해야 할 한 운 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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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eries connected small wind turbines.

한, 제안한 운 을 항상 추종할 수 있는 개선된

MPPT 제어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MPPT 제어방법

은 시스템이 불안정 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강제 으로

안 역으로 운 을 이동시킨다. 그 이후 기존의

P&O 방식의 MPPT 제어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정 으

로 제안한 운 을 추종하도록 하 다. 제안한 MPPT

제어방법의 효용성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다.

2. 계통연계형 인버터 시스템의 직렬운

2.1 직렬운 시스템 구성[6]

Fig. 1은 N개의 소형풍력발 기를 직렬운 하기 한

시스템 구성이다. 각 발 기는 3상 다이오드 정류기와

직류단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직류 원을 생성한다. 생성

된 직류 원은 직렬연결을 통하여 계통연계에 필요한

압을 확보할 수 있다. H-bridge 인버터는 생성된

력을 계통으로 달한다. H-bridge 인버터가 계통으로

력을 달할 때 각 발 기의 직류단 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여기서, ,  은 각각 직류단 출력 류, n번째

정류기의 다이오드 류 직류단 커패시터의 출력

류이다. 각 발 기의 운 이 정상상태라고 가정하면,

각 직류단 커패시터 압은 일정하므로 식 (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식 (2)로부터 각 발 기의 토크는 동일함을 알 수 있

다. 즉, 직렬운 에서 MPPT 제어에 의한 운 을 분

석하기 해서는 블 이드의 토크에 따른 워의 변화

곡선인 T-P곡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2.2 직렬운 에서의 블 이드 워

블 이드의 워는 바람 에 지와 블 이드의 에 지

출력계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는 블 이드의 워, 는 공기 도, 는 블

이드 회 단면 , 는 풍속,  는 주속비

(Tip Speed Ratio, )에 따른 블 이드의 출력계수

(Power Coefficient)이다. 여기서 주속비는 블 이드의

회 끝단의 속도와 풍속의 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는 블 이드의 길이, 은 발 기의 기계 회

속도를 의미한다. 출력계수는 실험 데이터로부터 획득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3차 다항식으

로 근사하 다.

   


  (5)

 ,  ,  , 는 실험을 통해 획득한 상수이다. 식

(3)과 (5)로부터 도출된 블 이드 워는 기계 속도에

한 수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식 (6)와 같이 워, 속

도, 토크에 한 수식을 이용하면 블 이드 워를 토크

에 한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6)

여기서 는 블 이드의 발생 토크를 의미한다.

식 (3)을 식 (5), (6)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식 (7)을 에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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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ach and three series connected blade power.

(a) 6[m/s], 6.5[m/s] and 7[m/s] wind velocities

(b) 5[m/s], 7[m/s] and 8[m/s] wind velocities

이다. 이를 이용하여 직렬운 의 T-P곡선을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Fig. 2는 3개의 블 이드를 직렬운 할

경우, 블 이드의 토크에 따른 각 블 이드 워 직

렬운 을 통해 획득 가능한 워를 나타낸 것이다. Fig.

2(a)는 블 이드 간 풍속 차이가 비교 은 0.5[m/s]

일 때이다. 이 경우 극댓값은 하나로 나타난다. 하지만,

fig. 2(b)와 같이 풍속차가 커질 경우, 다수의 극댓값이

발생한다. 극댓값이 발생하는 토크 워의 크기는 풍

속 크기 풍속 편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단순히

이 값과 재 값의 변화에 의존하는 기존 MPPT[6]-[7]

제어방법으로는 fig. 2(b)와 같이 다수의 극댓값이 존재

하는 시스템에서는 임의의 극댓값을 추종하게 된다.

2.3 기존 MPPT 제어방법[6]

기존의 직렬운 을 고려한 MPPT 제어방법은 P&O방

식에 기반을 둔다. Fig. 2의 Blade Torque는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q축 류에 비례하는 성분이며, 직류단 압은

각 블 이드 속도의 합에 연 된다. 따라서 직류단 압

을 제어하면서 q축 류의 변화를 확인하면 최 워를

추정할 수 있다. 제어하는 직류단 압을 증가/감소시켜

q축 류가 증가하게 되면 기존의 직류단 압의 변화

를 유지하게 된다. 반 로, 직류단 압을 증가/감소시켜

q축 류가 감소하게 되면 다음 MPPT 제어에서는 직

류단 압을 반 로 감소/증가 시킨다.

Fig. 2(a)의 B1 운 에서 직류단 압을 감소시키

면 각 블 이드의 속도는 감소하게 되고 q축 류 역시

감소하게 된다. 반면 직류단 압을 증가시키면 q축

류는 증가하여 더 많은 양의 워를 계통으로 달하게

된다. 따라서 B1 운 에서는 B2 운 을 거쳐 P1 운

을 추종하게 된다. 반 로 B4 운 에서는 직류단

압을 증가시키면 q축 류가 감소하고, 직류단 압을

감소시키면 q축 류가 증가한다. 따라서 B3 운 을

거쳐 P1운 을 추종한다.

하지만 이러한 P&O 방식은 Fig. 2(b)와 같이 극댓값

이 다수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를 가진다. B1, B2 운

의 경우 P1을 추종하게 되며, B3, B4의 경우 P2를 추종

하게 된다. P2 운 의 경우 체 역 최 워를

출력할 수 있는 장 을 가지지만, 발 기, 다이오드

커패시터 출력 류에 많은 맥동 류를 포함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운 을 결

정하기 하여 각 극댓값에서의 등가회로를 비교하 다.

3. 제안하는 직렬운 시스템 운 방안

3.1 직렬운 시스템의 비정상 운

극 에 따른 기 동작특성을 비교하기 하여 n

번째 풍력발 기의 기 등가회로를 나타내면 fig. 3

과 같다. 직류단에 병렬로 연결된 다이오드는 다이오드

정류기의 비도통 다이오드를 등가 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n번째 커패시터 압에 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9)과 같다.

    


(9)

 ,  은 각각 n번재 풍력 발 기의 커패시터 압

과 발 기의 다이오드 정류기 출력 압이다. , 

는 각각 등가인덕턴스, 등가 항을 의미한다.  , 는

각각 발 기의 역기 력 상수, 토크 상수이다. 을 직

류성분으로 가정하면 인덕턱스에 의한 압강하 성분은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n번째 커패시터 압은 근사

으로 다이오드 정류기의 출력 압과 등가 항의 압강

하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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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quivalent circuit of n-th wind generator.

식 (10)을 토크와 워에 한 수식으로 나타내기

하여 다이오드 출력 압과 직류단 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



(11)

여기서  ,  은 각각 n번째 풍력발

기의 상 압, 기계속도, 블 이드 토크를 나타낸다. 다이

오드 정류기의 출력 압은 근사 으로 상 압의  배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속도와 역기 력상수로

나타낼 수 있다.

식 (10)에 식 (6), (11)을 입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2)

식 (12)를 이용하여 fig. 2에 해당하는 각 발 기의 커

패시터 압을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커패시터 압은

블 이드 토크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특히, 블 이드

가 출력 가능한 토크를 과하게 되면, 커패시터 압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커패시터 압이 음의 값을 가

지면 fig. 3의 커패시터와 병렬로 연결된 비도통 다이오

드를 도통시키게 된다. 비도통 다이오드가 도통되면 순

간 으로 발 기의 출력 류가 커패시터를 충 시킨다.

이로 인하여 발 기 다이오드 류에 류맥동을 야

기한다. 이러한 맥동은 발 기의 소음 증가 커패시터

수명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다.

풍속 차의 변화에 따른 커패시터의 압은, fig. 4(a)

와 같이 블 이드 간 풍속차가 0.5[m/s]로 비교 작은

경우 MPPT 운 은 하나의 극댓값 P1에 수렴한다.

(a)

(b)

Fig. 4. Each DC capacitor voltage by torque variation.

(a) 6[m/s], 6.5[m/s] and 7[m/s] wind velocities

(b) 5[m/s], 7[m/s] and 8[m/s] wind velocities.

P1에서는 모든 커패시터 압은 양의 값을 가지며, 류

맥동을 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fig. 4(b)와 같이 블

이드 간 풍속차가 증가하 을 경우, 운 P1에서는 정

상 인 동작이 가능하지만, 운 P2는 5[m/s]의 풍속

을 가지는 풍력발 기의 커패시터 압이 음의 값을 가

지며 발 기 다이오드에 맥동 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나 이상의 커패시터 압이

음의 값을 가지는 역을 비정상 운 역으로 정의하

고 이를 회피하기 해 개선된 MPPT 방법을 제안한다.

3.2 제안하는 MPPT 방법

Fig. 5(a)와 같이 풍속차가 0.5[m/s]로 크지 않을 경

우, 하나의 최 은 블 이드 최소 풍속을 가지는

블 이드의 최 워 인근에서 생성된다. Fig. 5(b)와

같이 블 이드 간 풍속차가 커지더라도 여러 운

비정상 운 역을 제외한 운 은 최소 풍속을 가지

는 블 이드의 최 워 인근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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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The association between maximum power point of the minimum wind velocity blade and local maximum point in the

stable region (a) 6[m/s], 6.5[m/s] and 7[m/s] wind velocities (b) 5[m/s], 7[m/s] and 8[m/s] wind velocities.

렬운 하는 풍력 발 시스템은 최소 풍속에 의해 동작

하는 블 이드의 최 워 지 인근에서 운 을 결

정하는 것이 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소 풍속을 가지는 블 이드의 최

워 인근을 식 (13)과 같이 커패시터 압의 값으로 정

의하 다.

    (13)

여기서 은 N개의 커패시터 압의 최솟값을 의

미하며, 는 fig. 5와 같이 최소 풍속에서 동작하는

블 이드의 최 워가 발생하는 커패시터 압을 나

타낸다. 한, 는 허용 오차 안 계수로 하나의 극댓

값을 항상 포함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 0

의 값보다 작으면 맥동 류가 발생하는 비정상 운

역이 된다. 따라서 허용 범 의 최솟값(  )

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보장하도록 하 다.

제안하는 MPPT 방법은 식 (13)을 만족하기 하여

이 식 (13)의 범 를 벗어나게 되면 순간 으로

을 로 제어함으로써 강제 으로 운 을 이

동시킨다. 그 이후 이 의 값을 가지면 기존의

직류단 압을 이용한 P&O 방식을 이용하여 최종으로

P1 운 을 빠르게 재추종하도록 하 다.

Fig. 6은 3개의 블 이드가 5[m/s], 5[m/s], 5[m/s]에

서 5[m/s], 7[m/s], 8[m/s]로 풍속이 변할 때의 직렬운

으로 획득할 수 있는 워와 직류단 압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P&O 방식을 이용하여 MPPT 제어를

한 경우, 풍속의 변에 하여 MPPT 제어의 응답이

느려 B1 운 에서 B2 운 으로 이동할 수 있다. B2

지 에서 기존의 MPPT 제어가 이루어지면, 워가

증가하는 B3 운 을 거쳐 최종 으로 P2를 추종하

게 된다. 이러한 경우 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 음의 커

패시터 압과 맥동 류가 발생한다.

3.3 최소 풍속의 최 워 커패시터 압 추정

제안하는 MPPT 방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풍속에

한 정보가 요하다. 하지만, 소형 풍력 발 시스템의

경우 풍속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풍속에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커패시터 압으로부터 최소

풍속에 의한 최 워 커패시터 압 를 추정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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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onventional and proposed MPPT operation with

the wind speed increase situation.

최소 풍속은 식 (7)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으며, 3가지

변수, 블 이드 워, 블 이드 토크, 풍속 재 블

이드 워와 토크를 알아야 풍속이 추정 가능하다. 재

블 이드의 평균 워와 토크는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평균 워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14)

여기서 는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평균 출력 워

로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축 류와 계통 압의 크기

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5)

식 (7)으로부터 풍속에 한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최소 풍속을 추정할 수 있다.

 






 










 





(16)

이때,  



 







 




 

 




이다. 추정된 최소 풍속으로부터 최소 풍속에 의한 블

이드 최 워는 식 (3)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진다.

m ax  

 (17)

여기서 는 최 출력계수이며, 출력계수 식으로

부터 알 수 있는 값이다. 최소 풍속과 이때의 블 이드

워를 알면 식 (7)으로부터 이동해야할 운 의 토크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8)

여기서,  


 

max




 

 




 

 max
 

 max
 

 

 

 
 max

 

이다. 식 (17), (18)을 이용하여 식 (12)를 정리하면 비정

상 운 역 검출 정상 역으로 강제 이동하기 한

커패시터 압 를 다음과 같이 획득할 수 있다.

  

max



(19)

제안한 MPPT 방법은 직렬운 하는 소형풍력 발

시스템의 정상 운 역을 추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체

제어 알고리즘은 fig. 7과 같이 계통으로의 출력 워를

이용한 P&O 방식의 MPPT 제어와 이 지정된 범

를 과하 을 때 을 제어하기 한 부분으로

나 어진다. 커패시터 압의 최솟값이 정상 운 역

의 허용 범 안에 있을 경우, 출력 워를 이용한 P&O

방식의 MPPT 제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허용 범 를

벗어나게 되면 을 로 제어함으로써 안정 역의

최 출력을 다시 추종하도록 하 다. 는 풍속 정보

를 획득할 수 없는 소형풍력발 시스템을 고려하여, 커

패시터 압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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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system block diagram of proposed MPPT method.

4. 실 험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조건하에서의 실험을 하여

블 이드가 아닌 동기를 이용하여 블 이드를 모사하

다. 모사한 블 이드 동기 특성은 표 1과 같다.

사용된 체 시스템은 fig. 8과 같이 3 의 M/G 세트를

이용하 다. 각 동기는 개별의 인버터를 이용하여 블

이드 특성을 가지도록 제어하 으며, 3 의 발 기는

출력을 직렬연결하 다. 발 된 력은 단상 계통 연계

형 컨버터를 이용하여 계통에 인가하 으며, 단상계통

압 220[Vrms]를 변압기를 이용하여 22[Vrms]로 낮추어

축소모델로 실험하 다.

각 블 이드의 풍속은 2개의 극댓값이 발생할 수 있

도록 8[m/s], 7[m/s], 5[m/s]로 가정하 다. Fig. 9은 직

류단 압을 255V부터 35V까지 제어하면서 직렬운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직류단 압이 낮아짐에 따라 다

이오드 류가 증가하며 각 블 이드에 토크가 증가된

다. 한 토크가 증가함에 따라 직류단 압이 각각

170[V]와 100[V] 정도에서 55[W], 70[W]의 극 력값

이 발생하여 운 P1과 P2가 생성된다. 개별 커패시

터 압의 경우, 풍속이 가장 낮은 이 가장 먼 음

의 값을 가지며, 다음으로  역시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한 각각의 압이 음의 값을 가질 때 맥동 류

가 발생하게 된다.

Fig. 10는 기존의 출력기 MPPT 제어를 한 경우이

다. 풍속 변화에 따른 MPPT 운 의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5[m/s], 5[m/s], 5[m/s]로 동일한 풍속에서 5[s]

부터 9[s]까지 풍속을 5[m/s], 7[m/s], 8[m/s]로 선형

으로 증가시켰다.

TABLE Ⅰ

BLADE AND MOTOR/GENERATOR CHARACTERISTICS

Blade Characteristics

Parameter Mark Value Unit

Rate output power  100 

Rate wind speed  9.8 

Rate blade speed  248.8 

Air density  1.225 

Blade radius  0.45 

Maximum coefficient  0.3176 -

Power Coefficient Constant

Mark Value Mark Value

 -0.0003505  0.005821

 0.000007675  0.07971

PMSM/PMSG Characteristics

Parameter Mark Value Unit

Rate output power  100 

Rate rotor speed  3,000 

Maximum rotor speed  6,000 

Rate voltage  106 

Rate current  0.8 

Maximum current  2.4 

Rate torque  0.32 

Voltage constance  0.2132 -

Poles  6 -

Phase Resistance  24.36 

Phase Inductance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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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perimental equipment.

Fig. 9. The power, capacitor voltages and diode currents by

the change of DC-link voltage at 5[m/s], 7[m/s] and 8[m/s]

wind velocities.

풍속이 변하는 구간에서 기존의 MPPT 제어방식은

직류단 압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운 을 찾으려 한

다. 이로 인하여 fig. 9의 P2 운 오른쪽으로 운 을

옮기게 되고, 풍속의 변화가 완료되었을 때 P2 운 에

서 동작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직류단 압은 100[V]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며, 최소 커패시터 압 는 음

의 값을 가져 다이오드 류에 맥동이 발생한다.

Fig. 11은 동일한 조건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MPPT 제어한 경우이다. 6[s]부터 10[s]까지 풍속이 변

할 때 이 허용한 범 를 과하게 되고, 이를 바로잡

기 하여 MPPT 제어 한주기 동안 을 로 제어

하게 된다.  압 제어가 완료되면 fig. 9의 P1 좌측

Fig. 10. The grid output power, diode current and capacitor

voltage by the conventional MPPT method.

Fig. 11. The grid output power, diode current and capacitor

voltage by the proposed MPPT method.

으로 운 이 이동하게 되어, 풍속 변화가 완료되면 P1

으로 운 이 수렴한다. 따라서 직류단 압은 170[V]

정도로 수렴하고,  압 역시 양의 값을 가지며 맥동

류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형풍력발 시스템의 직렬운 에

합한 MPPT 제어방법을 제안하 다. 소형풍력발 시스

템의 직렬운 시 MPPT 제어에 의하여 추종될 수 있

는 극댓값은 블 이드 간 풍속 차에 따라 하나 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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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수의 극댓값 정상운 이 가

능한 극댓값을 검출하기 하여 기 시스템을 등가

회로를 이용하여 비교하 다. 그 결과 하나를 제외한 극

댓값은 음의 커패시터 압을 발생시키며, 음의 커패시

터 압은 다이오드 류에 맥동을 야기함을 보 다. 제

안한 MPPT 방법은 이러한 비정상 운 역의 극댓값

을 회피하기 하여 블 이드 최소풍속을 가지는 블

이드의 최 워 발생지 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제어

허용 역을 설정하 다. MPPT 제어가 제어허용 역을

과하게 되면, 최소풍속을 가지는 블 이드의 최 워

지 으로 운 을 변경하여 정상운 이 가능한 운

을 추종하도록 하 다. 제안한 내용은 축소 모델 M/G

세트를 이용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이 논문은 부산 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BK21 러스, IT기반 융합산업 창의인

력양성사업단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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