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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풍력터빈은 바람이 가진 에너지로 로터 블레이

드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하여 발전기

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이다 최근 풍력.

터빈은 대형화되는 추세로 수 급이 시장의MW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오늘날 대부분은 페더링,

방향 의 피치제어 방식의 가변속도(pitch-to-feather)

가변피치 형태를 취- (variable-speed variable-pitch)

하고 있다.
(1,2) 풍력터빈에서 요구되는 출력을 생

산하기 위해서는 풍속의 변동에 따라 발전기의

토크 및 블레이드 피치각을 적절하게 제어해야

하며 고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작동,

시작에서 정지 시까지 적절하게 제어 및 운용되

어야 한다.
(3) 풍력터빈의 제어 및 운용을 위해서

는 바람과 블레이드의 상호작용에 따른 비선형적

특성을 보이는 공기역학적 토크와 출력의 선형화

및 운용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풍속에,

대한 로터속도 피치각 주속비 토크 출력 등에, , , ,

대한 정상상태 곡선들을 미리 알아야 한다.
(4) 정

상상태 곡선들은 동작 풍속에 대하여 동작점들을

결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최근 가변속도 가변. -

피치 풍력터빈의 제어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지만,
(5~8) 정상상태 곡선들을 결정하는 방

법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페더링 방향의 피치제

어 방식의 가변속도 가변피치 풍력터빈의 정상상-

태 곡선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자한다 이를 위하여 페더링 방향의 피치제어 방.

식의 제어전략을 살펴보고 이 제어전략을 바탕,

으로 동작 풍속에 대하여 로터속도 피치각 주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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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erodynamic power and torque of wind turbine are highly nonlinear and its operation mode depends

on control strategi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fine steady-state curves for the purpose of control

and operation of wind turbine system. The steady-state curves of wind turbine can be defined by

determining its operating points. In this paper, an algorithm to determine operating points of

variable-speed variable-pitch wind turbine is presented on the basis of pitch-to-feather control strategy.

And this algorithm is applied to obtain steady-state curves for an 1.5MW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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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토크 출력의 동작점들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

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격출력이 인 풍력. 1.5MW

터빈을 대상으로 제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

상상태 곡선들을 구하여 제시된 알고리즘의 타당

성을 확인한다.

풍력터빈 공기역학의 선형화2.

공기역학적 출력와 토크2.1

바람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에너지는 로터 블

레이드에 의해 풍력터빈의 로터 축에 작용하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된다 풍속의 크기와 방향.

에 따라 블레이드에 발생하는 양력과 항력은 축

력과 접선력으로 분해될 수 있다 로터 축의 회.

전방향 성분인 축력은 로터 타워 및 기초에 의,

해 지지되어야 하나 접선력은 풍력터빈이 유용,

한 일을 생산하도록 회전 토크를 발생한다 바람.

과 로터 블레이드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기역학적

출력과 토크는 식 와 같이 각각 무차원 계(1), (2)

수들( ,  을 사용하여 풍속의 함수로 표현된)

다.
(3,4)

 


   


(1)

 


   


(2)

여기서 는 공기밀도, 은 블레이드 길이, 는

블레이드 피치각, 는 풍속, 는 출력계수,

는 토크계수, 는 주속비 로 식(tip speed ratio)

과 같이 정의된다(3) .

 



(3)

여기서 은 로터속도이다.

출력계수   의 값들은 풍력터빈의 동작

점 결정과 풍력터빈의 제어 등의 목적을 위해 이

용된다 토크계수.   의 값들도 풍력터빈의

공기역학적 토크의 동작점 결정에 이용될 수 있

으나,   와   는 식 와 같은 관(4)

계를 만족하므로   의 값들만 알아도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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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s of  with  and 

   
  


(4)

본 논문에서 사용된   는 과 같은데Fig. 1 ,

와 의 함수이고 최대값( 을 가지는 한)

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 되게 하는

최적의 와 의 값을 각각 과 로 두면,

의 경우Fig. 1   

,   이고 이에 대

한  이다 가변속도 가변피치 풍력터=0.4625 . -

빈의 경우 동작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뿐만 아

니라 와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공기역학적 토크의 선형화2.2

바람과 블레이드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기역학

적 토크는 식 에서와 같이 풍속(2) ( 로터속도),

( 피치각), ( 에 대하여 매우 비선형적인 특성)

을 보인다 그러므로 로터 블레이드 드라이브 트. , -

레인 타워 발전기 피치시스템 등 풍력터빈의, , ,

각 요소시스템을 선형모델로 가정하더라도 공기,

역학적 토크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풍력터빈 전체

거동은 비선형 모델로 표현된다 풍력터빈의 동.

특성을 확인하고 제어기 설계를 위해서는 공기역

학적 비선형성을 선형화할 필요가 있다 비선형.

적 동특성을 선형화하기 위해서는 동작점을 선정

해야 하는데 풍력터빈의 경우 공기역학적 토크,

의 선형화는 풍속에 따른 로터속도와 피치각의

동작점 선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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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로터속도 피치각의 동작점을 각각, ,  ,

, 로 두고 동작점 근처에서의 풍속 로터속,

도 피치각의 변화를 각각,  ,  , 로 두면,

식 의 비선형적인 공기역학적 토크는 동작점에(2)

서 식 와 같이 선형화가 가능하다(5) .

  (5)

여기서   
로 동작점에서의 공기

역학적 토크이고, 은 동작점 근처에서의 공기

역학적 토크의 변화로 식 과 같다(6) .

 

 

⋅+

 

⋅

+

 

⋅ (6)

풍력터빈 정상상태 곡선 구하기3.

가변속도 가변피치 풍력터빈의 제어전략3.1 -

가변속도 가변피치 풍력터빈의 경우 풍속에 대-

한 출력 토크 로터속도 피치각 주속비 등에 대, , , ,

한 정상상태 값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제어로직

설계 및 운용이 가능하다 이들 정상상태 값들은.

제어전략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제어전략은 풍력,

터빈의 출력 로터속도 피치각에 대한 제한조건, ,

정보들을 고려하여 수립된다.

풍력터빈은 발전기의 회전속도가 고정이냐 가

변이냐에 따라 그리고 블레이드 피치각이 고정,

이냐 가변이냐에 따라 동작모드가 구분 고정속도( -

고정피치 고정속도 가변피치 가변속도 고정피치, - , - ,

가변속도 가변피치 되며 동작모드에 따라 제어전- )

략들이 다르게 수립된다 그리고 가변피치의 경.

우 피치각을 조절하는 방법은 스톨 방향(pitch-

과 페더링 방향 의 두 가지to-stall) (pitch-to-feather)

경우로 구분된다.

최근 현대 풍력터빈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작모

드는 페더링 방향의 피치제어 방식의 가변속도-

가변피치이다 이 경우 풍속에 따른 로터속도와.

피치각의 변화는 의Fig. 2 →→→ 경로를

따른다.
(3,4) 그러므로 풍속에 따른 풍력터빈의 동

Fig. 2 Pitch-to-feather control strategy of variable-

speed variable-pitch wind turbine

작영역은 세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의,

제어전략은다음과같다 영. I- 역(≤ ≤  은)

저풍속 영역으로 제어전략은 최대 출력을 생산,

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대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속비   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풍속이.

증가하여  가동 풍속 이상이 되면 로터는( )

회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로터속도는 풍속에 비,

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피치각은,   를 유지

하도록 고정한다 영역. II- ( ≤≤ 은 저)

풍속과 고풍속 사이의 천이영역으로,  정격속(

도 풍속 과)  정격출력 풍속 사이의 풍속이다( ) .

풍속이 으로 증가하면 로터속도는 풍속에 비

례하여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로터 정격속(

도 로 제한한다 그리고 풍속이) . 에 이르기 전

에는 정격출력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출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피치각은 여전히   를

유지하도록 고정한다 영역. III- ( ≤ ≤  )

은 고풍속 영역으로 제어전략은 정격출력을 유,

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풍속이.  이상이 되면

로터속도는 계속 으로 제한하고 피치각은 출

력을 정격출력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증가시킨다.

그리고  정지 풍속 이상이 되면 과도한 하( )

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풍력터빈의 발전을 위한

제어동작을 멈추고 피치각은,  방향이 아닌

페더링 방향 피치각(    방향 으로 향하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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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곡선 결정 알고리즘3.2

페더링 방향의 피치제어 방식의 가변속도 가변-

피치 풍력터빈의 동작모드에 대한 제어전략을 바

탕으로 정상상태 곡선을 구하고자 한다 풍력터.

빈의 제어 및 운용을 위해서는 풍속에 대한 로터

속도 피치각 주속비 토크 출력 등에 대한 정상, , , ,

상태 곡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상상태 곡선.

들을 얻기 위해서는 동작풍속( 에 대한 동작점)

들(, ,  , ,  을 구하면 되는데 본 논) ,

문에서는 이들 동작점들을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

으로 을 제시한다 에서 제시된 알고Fig. 3 . Fig. 3

리즘을 이용하여 동작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블

레이드 길이( 출력계수), (   최적 주속),

비( 의 값이 주어져야 하고 또한 로터 정격속) ,

도( 정격출력), ( 최적 피치각), ( 등에)

대한 제한조건 정보들이 주어져야 한다 제어전.

략에 따라 영역과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I- II, III-

은 로터속도인데 이의 값이 정격속도보다 느리,

면 영역이다 영역과 영역을 구분하는 기I- . II- III-

준은 출력인데 이의 값이 정격출력 이상이면, III-

영역이다.

의 제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페더링Fig. 3

방향의 피치제어 방식의 가변속도 가변피치 풍력-

터빈의 정상상태 곡선을 구해 보았다 고려된 풍.

력터빈은 블레이드 길이  로터 정격속도=30m,

 정격출력=20rpm,  출력계수=1.5MW,

  가 과 같이 주어진 경우를 고려하Fig. 1

였다.  와=3m/s  사이의 풍속에 대=25m/s

하여 의 제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동작Fig. 3

점들을 찾아 정상상태 곡선들을 구한 결과는 Fig.

와 같다 계산된 결과로부터 정격속도 풍속은4 .

 이고 정격출력 풍속은=11.3m/s  임=11.6m/s

을 확인할 수 있다 로터속도는 정격속도 풍속.

이하에서는 풍속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11.3m/s

증가하다가 이상에서는 정격속도11.3m/s 20rpm

을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격출력 풍속.

에 이르기까지 주속비와 피치각은 각각11.6m/s

  와   
의 고정된 값을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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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presentation of an algorithm to define operating points



898

가 이상에서는 주속비는 줄어들고 피치, 11.6m/s

각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

로 출력의 경우 정격출력 풍속 에 이르기11.6m/s

까지 출력계수는 로 고정되어 풍속의 세제

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이상에서는, 11.6m/s

의 정격출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1.5MW

있다.

결 론4.

풍력터빈의 제어 및 운용을 위해서는 풍속에

대한 로터속도 피치각 주속비 토크 출력 등에, , , ,

대한 정상상태 곡선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본 논,

문에서는 페더링 방향의 피치제어 방식의 가변속

도 가변피치 풍력터빈의 정상상태 곡선들을 결정-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풍력터빈에 대.

한 정상상태 곡선들은 동작풍속에 대한 동작점들

을 구함으로 결정되는데 제어전략을 바탕으로,

출력 로터속도 피치각의 제한조건 정보들을 고, ,

려하여 동작점들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급 풍력터빈에 대하여, 1.5MW

정상상태 곡선들을 구한 결과를 살펴봄으로서 알

고리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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