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다이오드 정류기 출력전압을 이용한 소형풍력발전기의 속도 추정

조 인준, 오 정훈, 김 용선 *송 승호

Speed Estimation using Output Voltage of Diode Rectifier in Small Wind Turbine

In-Joon Joe, Jeong-Hun Ho, Yong-Sun Kim, *Seung-Ho Song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형풍력발전기의 구성은 동기발전기와 다이오드정류기, 부스트컨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풍력 

시스템에서 발전기의 회전속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MPPT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회전속도의 값이 정확하지 않거나 

리플을 갖는다면 MPPT제어 시에 효율이 떨어지고 출력에 리플이 보이게 된다. 소형풍력시스템에서는 DC전압의 크기를 이

용해 발전기 회전속도와 DC전압이 비례하다고 가정하여 속도를 계산한다. 이런 방법은 속도추정의 리플이 존재하며 발전기

의 부하가 커질수록 오차가 커지게 되어 MPPT 제어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의 회전속도를 2구

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전압강하가 비교적 작은 저속구간에서는 DC전압의 크기와 DC전류를 이용해서 속도를 추정한다. 반

대로 전압강하가 큰 고속구간에서는 전압의 크기를 이용해 계산할 때에는 전압, 전류의 비선형성과 큰 전압강하로 오차가 크

게 나타나, 고속구간에서는 전압강하와는 관련 없는 전압의 리플을 이용한 속도 추정방법을 이용한다. 리플의 주기를 이용한 

속도추정방법은 리플의 주기가 짧은 저속구간 보다는 고속에서 유리하다. 속도추정 알고리즘은 Psim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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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제어 기반 가변속 디지털 풍동의 성능측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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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erformance Measurement of Variable Speed Digital Wind Tunnel Based on 

PWM Control

Sungho Yu, Sungsoo Park, Jinok Kim, *Jang-Ho Lee

본 연구는 PWM(Pulse Width Modulation)방식을 적용한 가변속 디지털 풍동 성능측정에 관한 연구이다. 가변속 디지털 

풍동은 96(12×8)개의 Fan을 8개의 그룹으로 구성하고 각 그룹 별 독립적으로 풍속이 제어될 수 있도록 PWM 제어 방식이 적

용되었다. 가변속 디지털 풍동의 성능실험은 96개의 풍속 측정구간을 선정하고 8개의 그룹을 동일한 풍속조건으로 제어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풍동의 평균풍속, 난류강도 및 공간편차를 산출하였다. 가변속 디지털 풍동은 다양한 형태의 바

람조건을 모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익형 실험 또는 풍력 블레이드 성능실험 등 범용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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