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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과 함께 중

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최대 전력 생산과 전력계통에 대한 적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당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는 분야인데, 발전기가 풍속

에 따라 최대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속도를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

른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발전기의 출력방식을 조사하고 최대출력을 얻

기 위한 MPPT출력제어방식에 대하여 조사하고, 풍력발전시스템의 전력

계통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요소를 제시한다.

1. 서    론

지구온난화는 지구온도를 2-3℃ 높여 도처에 심각한 기상 이변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전 세계국가들은 그 주범이 되고 있는 온실효과가스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독일 등

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더

큰 관심과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서 태양광발전과 함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

야이다. 풍력발전기가 풍속에 따라 최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풍력

터빈 출력제어 방식선택, 증속기 설계방식 선택, 적절한 발전기의 선택,

전력변환장치 설계방식의 선택 등 풍력발전 동력요소별 다양한 설계방

식이 발전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설계요소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풍력 발전기의 동력변환 기본구성과 풍력발전 출력제

어 방식을 이해하고 최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풍력발전시스템

을 조사 분석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의 전력생산 효율증대 방안과 전력계

통과 연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스마트그리

드에서의 풍력발전의 적용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반 기술적 요건을

조사하여 성능결정 요소를 제시한다.

2. 풍력발전기 MPPT 출력제어 특성

  2.1 풍력발전기 구성요소와 유효출력 제어
풍력발전기는 회전자 블레이드, 허브, 저속축, 고속축, 기어박스, 발전

기, 풍속계, 풍향계, 브레이크, Yaw 구동모터, Pitch 구동모터, 타워 등

으로 구성된다. <그림 1>에서는 풍력반전기의 구성을 보인다[1]. 기어박

스는 저속회전자축 속도를 발전기에서 요구하는 고속회전자 속도로 높

이기 위해 사용된다. Yaw 모터는 풍력 블레이드가 바람을 행하도록

Yaw 축을 회전시킨다. Pitch 모터는 풍속이 너무 높아 풍력터빈에 손상

을 입을 수 있는 경우나 전력의 수요가 생산되는 전력보다 작은 경우

발전기 출력이나 풍력터빈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다. 기본적으

로 바람은 회전자 블레이드를 회전시키고 풍속이 투입속도(Cut-in)에 도

달하면 이때부터 전력생산을 시작한다. 이때, 풍력 터빈의 회전자 날개

(블레이드)의 낮은 회전속도는 기어박스를 통해 발전기에서 요구하는 속

도로 회전자의 속도를 높이고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풍속이 정

격속도에 도달 하였을 때 풍력터빈 회전자 블레이드의 끝속도는 최대로

된다. 그리고 풍속이 더욱 증가할 때, 블레이드 끝 속도는 풍력터빈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풍속이탈속도(Cut-out) 속도

에 도달하였을 때 풍력 터빈이나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계통으로부터

격리시켜 발전기를 보호해야 한다. 풍력발전에서 출력조절의 기본원리는

날개단면에 부딪히는 바람의 유입각도(받음각)를 조절한다. <그림 2>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바람이 날개에 부딪히는 각도에 따라 회전토크와

속도가 가변되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에너지를

얻는데 있으며, 가능한 최대 출력을 얻는 상태로 운전되어야 한다. 특히

터빈 회전체를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항상 수직면으로 향하

도록 해야만 최대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수평축 풍차인 경우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회전체가 향하도록 요잉(Yawing)제어 장치

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강풍이 불 경우에는 터빈 회전체를 강제로 정지시

켜 터빈시스템 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요소

  2.2 풍력발전기 MPPT 출력제어 방식
풍력발전기는 회전자 블레이드에서 바람의 받음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양력의 변화를 통하여 회전력과 유효출력을 조절한다. 통상적으로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출력조절은 블레이드에서 생

성되는 출력을 최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속도 또는 유속에 따라 회수되

는 출력 기준치를 3승 함수로 결정되는 제어방식으로 풍력발전과 조류

발전 분야에서처럼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자연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에 사용 된다. 풍력발전의 경우 풍속에 의해 풍력터빈의 출력이 변하게

되는 데, 동일한 풍속인 경우에도 풍력터빈의 회전속도에 따라 출력이

변하게 된다. 효율향상을 위해서 풍력터빈이 최대출력을 내도록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 풍력발전 피칭제어 원리와 피칭제어 엑츄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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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풍력터빈 날개 받음각()에 따른 출력계수의 변화  
<그림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출력계수()는 피치각과 주속비의

함수이기 때문에 최적의 주속비를 선정함에 따라 최대의 출력계수(효율)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풍력발전에서 최대출력을 얻기 위

한 MPPT제어 시스템에서는 회전자의 속도제어가 선행되어야 하고, 속

도제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5>에서 최초 A지점에서 풍속이 →로 강해지는 경우에는

발전기의 회전속도를 →로 높게 변경하여 설정함으로써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에 비해 유효출력이 최대점인 B지점에서 운전되도록 한

다. 다시 말해, 풍속이 변하면 그에 따라 발전기 회전속도를 높게 설정

함으로써 보다 높은 유효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풍속이

→로 다소 약해지는 경우에는 발전기 회전속도를 →로 낮게

설정함으로써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에 비해 유효출력이 최대점인 C

지점에서 운전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풍속의 세기에 따라 풍력터빈 날

개의 회전속도를 가변시킴으로써 해당 풍속별로 최대상태의 출력을 얻

도록 하는 제어방식을 말한다. 그림에서 최대 출력점 추종을 위해 날개

회전속도가 →→으로 가변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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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개회전 각속도,

 : 날개반경길이,
 : 풍속,

 : 주속비
※최적의 회전각 속도

(

) 지령치를 결정함

<그림 5> 풍력터빈 최대출력점 추종(MPPT) 제어원리

  2.3 풍력발전기 MPPT 출력제어 성능조사

<그림 6>에서 바람의 세기에 따른 피치각, 출력토크, 터빈 회전속도

의 변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정격 풍속 이하에서는 터빈 회

전속도(rotor speed)에 의해 출력이 변동하지만, 정격 풍속 이상(Region

III)에서는 피치제어를 통해서 터빈회전속도(rotor speed)가 일정한 속도

(정격속도)로 고정되어 운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풍

력터빈의 피치제어는 1) 바람의 세기(풍속) 변화에 대응한 터빈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2) 터빈회전 속도변화에 따른 유

효출력제어과, 3) 풍속변화에 따른 유효출력의 최대출력점(MPPT)

제어를 위해 활용된다. 또한, 피치제어는 터빈날개의 종축을 중심으로

비교적 적은 각도로 들어주는 장치이며, 바람의 속도와 받음각(迎角)을

가변시킴으로써 바람 에너지의 일부분만 동력을 얻는데 이용될 수 있도

록 제어하는 방식이며, 이는 바람에너지가 정격 출력치보다 클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1차적인 출력제어 수단이다. 정속도 운전 풍력터빈에서는

정속도 운전영역에서 정속도 운전을 하므로 광범위한 속도변경을 피하

고 있으므로 피치각 제어를 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회전속도에 대응한

발전기 유효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반면에 가변속 운전 풍력

터빈에서는 속도제어의 자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속도제어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MPPT 제어를 위한 피치각 제어의 수

행이 가능하다. 결국 피치제어를 통한 MPPT 제어는 가변속 운전을 위

한 풍력터빈에서만 적용되는 기술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실제 MPPT

제어를 위해서는 바람의 세기에 따른 최적의 회전속도가 설정되어야 하

고 해당 최적속도에서 운전될 때에 최대출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6> 풍속에 따른 피치각(), 출력토크() 및 
회전속도( ) 변화 곡선

<그림 7> 풍속에 따른 최적 피치각(), 최적 출력토크() 
및 최적 회전속도( ) 변화 곡선

3. 결    론

풍력발전은 전기에너지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최대출력을

얻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풍속변화에 따른 최대

전력생산 방법을 MPPT 제어방식을 조사하여 핵심기술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을 활용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전력계통 연계시 요

구되는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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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풍력발전 피칭제어 루프 블럭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