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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described in this paper is aimed to maintain a constant output of wind turbine system 
via pitch control of wind turbine using Advanced PID(APID) controller. In order to improve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 in terms of pitch angle and disturbance reject, the APID controller is 
developed. The structure of the APID is composed with derivative P controller and new type of in-
tegral control action. This new improved integral control has concept of error window and weight 
function concept. The performance of the APID control technique is compared with those of conven-
tional ones via simulation.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effective and en-
hanced the dynamic performance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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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인류의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많은 재난을 받고 있으

며, 앞으로는 더욱 큰 재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세계 선진 국가들은 신

재생에너지 생산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

다. 특히 현재 가장 쉽게 실용가능하며 화석에너지

를 대체할 에너지는 풍력에너지이다. 그러나 풍력발

전기의 발전량은 증대되고 있지만, 전체 발전량에서 

풍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베츠계수

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를 통해 풍력에너지를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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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과정 중 가장 손실이 높은 부분은 로터부

분의 공기역학적 손실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블레이드의 공기역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동적 구조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2) 
풍력 발전 시스템은 풍력 터빈을 기반으로 하여 

외부 바람 속도에 따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발전이 시작하는 순간과 끝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고정된 터빈의 속도를 가정하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정된 속도에서의 움직임을 

가정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바람의 움직임을 생각

해 볼 때 실제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터빈

의 속도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최상의 전력을 획

득하는 것이 특정 속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3),(4)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터빈의 속

도가 변수로 고려된 풍력 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고정된 속도의 터빈을 사용하는 것

에 비해 터빈의 속도 변화가 고려된 모델은 높은 에

너지 창출, 사용부품에 대한 유연성, 그리드 연결 

수 감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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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풍력 발전은 가변속도 가변피치 형태를 취

하고 있으며, 풍력터빈이 대형화됨에 따라 정격 파

워 이상에서 작동하는 피치제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 풍력터빈에서 피치제어의 목적은 정격풍

속 이상에서 블레이드 피치각을 조절하여 생산되는 

파워가 항상 정격값을 유지하도록 출력파워의 변동

을 줄이는 것이다.(4),(5) 정상적인 날씨조건 하에서는 

바람의 출력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반하여 강풍시에

는 정상치보다 그 출력이 수백배에 이른다. 그러므

로 변화하는 바람에 대하여 일정한 출력을 얻기 위

하여 블레이드의 피치제어는 필수적이다.(6)

블레이드의 피치제어는 일반적으로 유압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전익의 피치각을 변화시켜 발생하는 토

크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복잡성이 있기는 

하지만 제어 성능이 좋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제어

단계로는 먼저 정지 상태에서 풍속이 증가하여 시동

풍속에 이르면 블레이드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정격 

회전수에 이르기까지 속도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정

격 회전수에 이르면 발전을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출

력 제어 단계로 들어간다. 정격 출력 상태에서는 풍

속 변화에 따른 급격한 출력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과부하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출력을 

유지하도록 피치를 제어한다. 풍속이 더욱 증가하여 

정격 출력 상태를 넘어가면 발전을 중단하고 다시 

속도제어 단계로 들어가서 정격 회전수가 유지되도

록 제어하며, 풍속이 더욱 증가하면 시스템을 정지

시킨다.(7)

이와 같은 피치제어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전익의 공기역학적 모델로부터 바람의 속도, 회전

자의 회전속도 및 피치각에 따른 토크를 도출해야 

하며, 풍력발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

의 동특성을 파악하고, 전체 시스템의 운동을 나타

내는 운동 방정식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압시스템을 사용한 피치가변형 

회전익과 유도형 발전기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 입

력되는 바람 세기에 따른 일정한 토크 출력을 내기 

위한 피치각의 제어에 대해 기존의 PI 방식을 이용

한 제어보다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PID 제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시스템 모델링

2.1 회전익의 공기역학적 모델
Fig. 1은 피치각이 θ인 날개단면에 기준한 속도 

삼각형으로 는 양각, Ω는 회전익의 각속도, L은 

양력, D는 항력, 그리고 a와 a'은 각각 축 방향 바

람속도의 간섭계수와 반경방향 간섭계수이다.(7)

 

Fig.1 Relative flow velocities and 
elemental forces

Glauert 이론에 의하면 출력계수 는 다음과 같

다.
 

 

 



′        (1)

식(1)에서 은 주속비, 그리고 는 국부 주속비

를 나타내며,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여기서 R은 회전익의 반경, r은 회전익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 는 풍속, 와 ′은 피치각의 함수이

며 출력계수는 풍속, 각속도, 그리고 피치각의 함수

가 된다.
따라서 회전익에서 발생하는 토크 Q는 식(1)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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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공기 밀도, A는 회전익의 회전 단면

적을 나타낸다.(7)

2.2 유압계통 모델
Fig. 2는 풍력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비례전자방

향 제어 밸브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 

시스템을 동작점 부근에서 선형화하여 입력전압과 

피스톤 변위에 대한 관계를 구하면 다음과 같

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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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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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압감쇠비

  = 외부에서 가해지는 부하로서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회전축 방향 힘에 의한 외력.

Fig.2 Hydraulic propositional valve

여기서 는 flow rate, 는 압력, 
는 부피, 는 피스톤 질량, 는 피스톤의 면적, 
는 입력전압, 는 쳄버의 총체적, 는 압축계

수를 의미한다.(7),(8)

2.3 동력전달부 모델
Fig. 3은 풍력발전 시스템의 도안이다. 이들 중 

회전익은 하나의 외팔보로 간주하여 시스템의 간략

화한 도안을 Fig. 3(b)에 나타내었다. 

(a) Physical diagram (b) Approximate diagram
Fig. 3 Design of a wind turbine system

회전익, 주축, 허브, 그리고 구동부 기어축의 회

전중심은 모두 동일한 선상에 있으므로 이들의 관성

모멘트들의 합은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종동부 기

어축과 발전기 축의 관성 모멘트들은 마찬가지로 

로 나타내었다. 각 기어열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5)


               (6)

식(6)에서 b는 구동부의 감쇄계수이며 주동, 종동 

기어의 행한 일은 같고 이송된 회전 길이는 같으므

로 식(5), (6)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는 
이고, K는 기어비이다.(7),(8)

3. 제어기 설계

개선된 PID controller의 전체 구조는 새로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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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ucture of APID controller

념의 Derivative type의 controller와 Normal type의 

P-컨트롤러가 스위칭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의 Fig. 4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다. 

3.1 Derivative type Controller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선된 PID 제어기는 기존

의 PID 제어기와는 달리 P-controller 부분에서 목

표값과 현재값의 차이인 error의 절대값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기까지 즉, 과도응답 상태에서

는 Derivative type의 제어기를 사용하여 입력되는 

error의 절대값을 미분한 값이 P-gain과 곱해져 제

어기로 입력되게 되어 응답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

게 되고, 후에 응답이 정상상태로 접어들게 되면서 

Normal type으로 switching되며 Normal type의 제

어기는 일반적인 P-controller와 마찬가지로 P-gain
에 error만이 곱해져 제어기로 입력되게 된다.  

3.2 Integral controller
기존의 Integral 제어기의 Integral 구간은 0에서 

현재 시간까지를 적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개선된 Integral 제어기의 Integral 구간은 Fig. 5와 

같이 특정 과거 시간에서부터 현재 시간으로 설정되

어 있다. 여기서 일정 간격의 시간 구간을 Window
라 한다.

Fig. 5 Schematic of new type of 
integral section

여기서  Fig. 5의 t는 현재시간, p는 window 
size, n은 sampling time, k는 window element의 

index를 의미한다. 

Fig. 6 Schematic of weight function 
in window

Fig. 5의 window를 통해 얻어진 error data들을 

Fig. 6과 같이 정의된 시간 기반의 weight function
으로부터 weight 값을 추출해 1:1 대응하여 적용하

게 된다. Fig. 6의 weight function에 의하면 현재 

발생하는 error가 과거에 발생했던 error보다 큰 

weight 값을 갖게 되고, 다시 말해 과거보다 현재 

발생하는 error의 효과를 더 중시하여 제어기에 반

영해 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발생한 error는 시간

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Fig. 6에 근

거해 추출된 weight 값들은 window 내에 수집된 

error data들에 대해 각 발생 시간대 별로 맞추어 

weight를 적용한 후 각 결과들을 합하여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9)

 
   

⋯            (8)

4.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개념의 PID 제어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PI 제어기

의 응답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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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nlargement of section II
Fig. 7 Step responses of Conventional PI

 and APID

(b) Enlargement of sec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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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TAE performance comparison of 
Conventional PI and A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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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AE performance comparison of 
Conventional PI and APID

위의 Fig. 7은 위에서 구한 유압시스템의 기준입

력에 대한 출력의 전달함수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한 step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Fig. 7의 (a)는  

크기가 2인 step 응답에 대한 전체 시뮬레이션을 나

타낸 것이고, Fig. 7의 (b)는 크기가 2인 step이 가

해졌을 때의 초기 응답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c)는 크기가 2인 step 형태의 disturbance가 가해졌

을 때 본래 응답으로 돌아가는 특성이 일반적인 PI 
제어기(6)에 비해 더 빠르고 강인한 응답특성을 나타

내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에 나오는 Fig. 8,9,10의 결과들은 각각 

ITAE, IAE, ISE 등의 결과를 일반적인 PI 제어기

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제어기의 응답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Section I
Sec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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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SE performance comparison of 
Conventional PI and APID

위의 Fig. 8,9,10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정상상

태 응답, 오차개선, 외란제거 등의 면에서 일반적

인 PI 제어기에 비해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Wind Turbine의 피치 제어에 대

해 MATLAB SIMULINK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았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동일하지 않

은 바람세기에 대해 일정한 출력을 내기 위한 피치

각을 제어하는 유압 제어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

이 사용되는 PI 제어기 대신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

안한 개선된 방식의 PID 제어기를 사용하여 보다 

더 빠른 응답 특성을 보여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ITAE, IAE, ISE 등과 같은 제어기 성능 지표 

면에서도 기존의 제어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

었음을 위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 바람 세기에 따른 피치각의 변화율

을 바탕으로 전동기의 토크나 출력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모델링 및 실험을 통해 입증하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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