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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n online adaptive neuro-controller for a wind energy conversion system (WECS) that 

is a highly nonlinear system intrinsically. In real application, to obtain exact system parameters such as power 

coefficient, many measuring instruments and implementations are required, which is very difficult to perform. This 

shortcoming can be avoided by introducing neural network in the controller design in this paper. The proposed adaptive 

neural control scheme using radial-basis function network (RBFN) needs no system parameters to meet control 

objectives. Combining derivative estimator for wind velocity, the whole closed-loop system is shown to be stable in the 

sense of Lyapu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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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유가의 등, 기후변화 약 규제 응 등으로 인해 

체 에 지의 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여러 체 에

지원 에서 풍력 발  시스템 (wind energy conversion 

system, WECS)은 통상 1～3년이면 투입된 에 지를 회수

할 수 있을 정도로 에 지 투입 효용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풍력으로 생산된 기 에 지는 특성상 불규칙

이고 간헐 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며, 출력 규모도 화

력 발 이나 원자력 발 에 비해 히 낮다. 이러한 단

에도 불구하고 최근 풍력 발  설비의 도입이  늘어가

고 있는 것은 풍력 산업이 지속 으로 사용 가능한 무공해 

천연 에 지원을 이용하는 산업으로써 산업의 결과물이 환

경에 미치는 향이 거의 없고, 국토가 비좁은 우리의 실

에서 제방이나 산간오지 등을 개발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  때문이다.

제어이론의 에서 보면 WECS는 비선형성과 불확실성

이 매우 큰 계통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실계통의 운

을 해서는 내재된 여러 매개변수  계수를 측정하는 

별도의 실험을 거쳐야만 하며 실시간 운 시에도 여러 외부 

센서에서 측정된 값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운  목 은 주

어진 풍속에 응하는 최  력변환 효율을 유지하기 해

서 로터의 속도를 원하는 값으로 가변시키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2-4] 이를 최  력  추종 (maximun power point 

tracking, MPPT)라고 하며 최 효율을 달성하는 동작 은 

블 이드의 고유 특성치이고 오 라인(off-line) 실험으로 얻

어지는 측정값이다. 이러한 오 라인 실험과 실시간으로 요

구되는 측정치를 얻기 한 센서들의 필요를 이기 해서 

최근 WECS에 한 지능제어 기법이 활발하게 연구되어지

고 있다.[4-9]

 본 논문에서는 WECS의 MPPT를 해서 온라인으로 계

통의 불확실성을 근사화하여 상쇄시키는 응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방법들과 달리 WECS의 력

변환함수 등과 같은 요소를 미지의 요소로 간주하며 이에 

한 정보가 필요치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해 [10]에

서 제안한 제어알고리듬을 용하여  RBF(radial-basis 

funcion) 신경망을 이용한 제어기  응법칙을 제안한다. 

한 체 폐루  계통의 리아 노 (Lyapunov)안정도를 

해석하 으며 모의실험을 통해서 그 성능을 증명하 다.

2 . 풍력 발  시스템의 모델링

풍력 터빈에 의해 생성되는 기계  력은 식(1)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2].

                  

 

  (1)

이 수식에 쓰인 기호들의 의미는 표 1과 같다. 이 에서 

말단속도비(tip speed ratio, TSR) λ는 풍속과 블 이드 끝

단의 선속도의 비율로서 (2)와 같이 정의된다.

                 ≜
 




         (2)



Trans. KIEE. Vol. 60, No. 4, APR, 2011

풍력 발  계통의 응 신경망 제어기 설계                                                                    839

기호 의미

 공기 도

 력계수

 날개 끝의 속도

 날개의 반경

 날개가 이루는 면

 풍속

 발 기 축의 회  속도

 말단 속도비 (tip-spped ratio, TSR)

표   1 수식에 쓰이는 기호들.

T able 1 Notations in the equations.

그림 1은 체 WECS의 체 블록다이어그램이고, 그림 2

는 식 (1)과 (2)에 나타난 라메터를 이해하기 한 개념도

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어비는 1:1로 가정하며 풍력터빈의 

성계수와 발 기의 성계수를 더하여 ≜  로 정
의한다.

그림 1 풍력 발  시스템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wind generator

그림 2  라미터 이해도

Fig. 2  concept diagram of parametes

WECS를 다룰 때 요한 요소인 력 계수 는 풍력

터빈에 달되는 풍력 에 지(바람의 운동에 지)와 실제 

변환된 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함수로서 풍력터빈의 효율

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3은 와 블 이드의 피치각

(pitch angle) 의 함수인 형 인 곡선을 보여주고 있

으며 특정한 운 조건에서 최  효율을 한 최 값 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1]. 풍력에 의해 발생되는 토크는 식 

(3)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3)

이러한 WECS의 모델식을 유도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가정을 한다. 첫 번째는 풍력 발 기 회 체의 마

찰력과 비틀림은 무시한다. 두 번째는 기 인 시정수가 

기계 인 시정수보다 충분히 빠르다는 것이다. 이 가정들에 

의해 WECS 1차 모델식은 식(4)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

    (4)

여기서 는 성계수, 는 발 기의 반작용 토크를 나타낸

다. 여기서 함수    는 미지의 함수로 가정한다. 즉 

와 의 함수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며 구체 으로 함

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알 수 없다고 가정한다.

그림 3  다양한 피치각 에 한 형 인   곡선의 .

Fig. 3  Typical -curves with respect to pitch angle  .

 

3 . 제어 알고리듬

3 .1 이 상 인  비선 형  입출력 선 형 화 제어기

 앞 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시스템의 모델링에서 발

기의 기 인 시정수가 기계  시정수와 비교했을 때 충분

히 빠르다는 가정을 하면 시스템 제어 입력으로 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출력은 각속도 로 설정한다. 제어 목 은 

최  력 변환 효율을 유지하기 해서 TSR 가  최 치 

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목표 출력 는 측정

된 풍속값과 TSR의 정의식 (2)로 부터 다음과 같아 계산할 

수 있다.

  

  (5)

본 논문에서 WECS의 제어 목 은 제어 입력 를 이용하

여 각속도 가 원하는 축의 속도 를 추종하여 항

상 최  효율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을 정확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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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제어 목 을 수행하기 한 입출력 

선형화 제어 방법으로 식(6)과 같이 이상 인 제어 입력을 

결정할 수 있다.

      
 (6)

여기서,  은 설계 상수이고 ≜는 추종오
차이다. 식 (4)의 를 이상 인 제어식 (6)으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식을 얻을 수 있다.

 (7)

하지만 실제로는 미지의 항들 때문에 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제어입력 (6)은 이상 인 식이며, 미지의 함수

인 를 추정하여 상쇄시키기 해서 다음 에서 소개하는 

RBFN 신경망을 도입한다.

3 .2  응 신경망 제어기 설계

3 .2 .1 미 분 추정기

앞서서 풍속의 미분값을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 으

나, 실제로 풍속의 미분치를 측정하기 해서는 풍속을 측정

하는 풍속센서 이외에 별도의 가속도센서를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하기 해 미분 추정

기[11]를 사용한다. 이를 해서 와 가 유계라고 가정

하고 다음과 같은 다음의 선형 시스템을 고려한다.

  
    

(8)

여기서  은 설계 상수이며, 은 다항식 

    이 Hurwitz가 되도록 선정한다. 그러면, 어떤 

양의 상수 와 에 해서 ∀≻ ∗를 만족하는 모든 
에 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  (9)

여기서      

이고      


이다. 여

기서 풍속의 미분을  

(≜)라고 표기하면 미분 추

정기의 출력값 즉 풍속미분치의 추정치는  
  이다.

3 .2 .2  R B FN

 이상 인 제어식 (6)에서 미지의 를 근사화하기 해 

RBFN (Radial Basis Function Networks)를 도입한다. 

RBFN은 기존의 문헌[12]에 잘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서는 본 논문에서 용되는 내용을 심으로 간략히 기술하

도록 하겠다. 다입력 단일출력 RBFN의 출력식은 다음과 같

이 기술할 수 있다.

  
 (10)

여기서   ∈ 은 RBFN으로의 입력벡터, ∈은 
출력, ∈은 가 치벡터, ·   →은 RBF벡터. 그

리고 은 RBF의 개수를 나타낸다. 벡터 의 번째 요소 

 ,   ⋯는 은닉층의 번째 뉴런과 출력노드와의 연결

강도,     는 가우시안(Gaussian) 함

수, ∈ 은 번째 기 함수의 심을 나타내는 벡터, 그

리고 는 그 기울기를 나타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RBFN은 원하는 정확도로 비선형 함수를 근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즉 어떤 컴팩트(compact) 집합 ∈ 에서 정
의된 연속인 실함수 와 임의의 실수   에 해서 부

등식 (11)을 만족하는 (10)과 같이 기술되는 RBFN과 최

의 라메터 벡터 가 존재한다.

∈     (11)

여기서 는 최 의 라메터에 해서도 구조 인 결핍으

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재하는 재구성 오차(reconstruction 

error)를 나타내며, 일반 으로 RBFN의 구조를 키우면 

는 작아진다. 앞으로 최 의 가 치벡터 의 추정치는 
으로 표기한다.

 3 .2 .3  제어기 설계

풍속은 센서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미분  

은 

미지의 값이기 때문에  

(≜) 역시 미지이다.  

를 추정하기 해 미분추정기 (8)의 출력값  

과 (5)를 이

용하면 다음과 같다.

 
   

  
 (12)

이제 이상 인 제어식 (6)에서 미지의 함수 와 

를 추

정치로 치환하여 기술하면 아래 식과 같다.

      

 (13)

RBFN의 가 치 갱신법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4)

여기서  은 설계상수로서 학습율을 나타낸다.

 4) 안정도 해석

 시스템의 안정도를 해석하기 해 리아 노  함수

(Lyapunov function)를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15)

  

여기서, ≜으로서 추정치와 최 치와의 오차를 

나타낸다. 계통 추종오차의 미분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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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제 (15)를 미분하여 (16)과 (14)를 입하여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17)

마지막 부등식으로부터 추종오차  는 아래와 같은 

compact set에 해서 invariant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한 과 는 설계상수이므로 집합 의 반경은 를 키우

거나 혹은 을 이거나 해서 임의로 작게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추종오차의 범 를 충분히 작게 조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 모의실험

모의실험에 사용된 라메터는 아래 표 2와 같다.

기호 값 비고

    풍속

 1.2045 공기 도상수

 1.85
계통 상수

 40

 1.0

제어기 상수
 0.1

 100

 2

표   2  모의실험에 사용된 상수값.

T able 2  Constants used in the simulation

한 모의실험을 해서 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13] 가변속도 제어방식에서는 일반 으로 피치각은 고려

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으로 설정하 으며 그 

모양은 그림 2에 도시된 바와 같다. TSR의 최 치는 

  이다.

  


  


 







 
 


(19)

모의실험에 쓰인 RBFN의 입력은 술한 바와 같이  , 

  두 개이며 각각에 한 RBF는 그림 3에 도시하 다. 로

터각속도 에 한 RBF는 3개, 풍속 에 한 RBF는 2

개로서 총 뉴런의 갯수 은 6개이며 가 치 벡터의 크기 

역시 6이 된다. 따라서 RBFN의 구조자체는 단순하지만 이

것만으로도 충분한 제어성능이 발휘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은 계통의 출력 와 원하는 출력 , 그리고 제어

입력 를 도시한 것이다. 계통의 출력이 원하는 출력을 잘 

추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RBFN의 가 치 벡터의 노

옴(norm)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이것으로부

터 RBFN의 가 치도 학습이 잘되며 발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a)의 RBF, (b) 의 RBF.

Fig. 3  (a) RBFs of  , (b) RBFs of  .

그림 4  (a) 계통출력, 원하는 출력 (b)제어입력.

Fig. 4 (a) system output and desired output, (b) control 

input.

그림 5  RBFN의 가 치벡터 노옴(norm)의 변화.

Fig. 5  Trajectory of the norm of the weight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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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WECS가 최  출력을 내기 한 동작 으

로 추종시키는 제어목 을 달성하기 해서 RBFN을 사용

하는 온라인 신경망 응제어기를 제안하 다. WECS를 운

하기 해서는 계통의 여러 상수들과 라미터들을 얻기 

해 많은 기구들을 이용하여 선행 실험을 수행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기 한 새로운 제어 알고리듬을 제안하

다. 풍속의 미분값을 추정하기 해서 미분 추정기를 폐

루 계통에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신경망을 학습시키며 제어

를 수행하는 동 인 제어기를 제안하 으며 체 페루  시

스템의 리아 노  안정도를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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