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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mulation model is developed for the simulation of variable output power with consideration of the 

pitch angle control. Three cases are studied during the change of pitch angle for the application and 

validation of the developed simulation model. The first case is the emergency stop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output power is simulated. As the second case, the initial start up of rotation of blades is 

simulated to compare the aerodynamic efficiencies according to the initial pitch angle of the rotor blades. At 

last the regulation characteristics of the output power are simulated in the region of the higher wind speed 

than the rated.

1. 서 론

풍력에 지는 부존량이 무한한 재생가능한 에 지

원이나 에 지 도가 낮고 출력이 기상조건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력생산 원가가 높다는 단 이 

있었다. 이러한 을 극복하기 하여 최근에는 풍력

발 기 단 용량이 형화되고 여러 의 풍력발 기

를 설치한 규모 풍력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블 이

드가 받는 바람의 면 을 증가시키기 해 블 이드 

직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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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을 넘는 수 MW  용량의 형 풍력발 기

를 제조회사마다 출시하고 있으며, 량생산  운

을 통한 원가 감을 해 풍력단지(Wind Farm)를 조

성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부분의 형 풍력발 기는 출력 제어방식으

로 바람의 풍속 변화에 효율 인 운 이 가능하고 비

상시 비 능력이 우수한 을 고려하여 피치각 제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피치각 제어방식은 운  에 블 이드의 각도를 

회 시켜 필요에 따라 출력을 조정할 수 있고, 이상 

풍속  력계통의 사고 시 험한 속도까지 상승하

지 못하도록 하거나 비상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따

라서 체 풍력발  시스템과 구조물의 안 을 하여 

정격보다 높은 풍속이나 비상 정지등의 상황에서 시스

템이 어떻게 안 하게 동작할 것인지 사 에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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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속비와 피치각 변동을 함께 고려한 풍력발

기 출력 계수 곡선

Fig. 1 Power coefficient curve with pitch angle and tip 

speed ratio

해서 블 이드 피치각 변화까지 고려된 풍력발 기 

시뮬 이션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1],[5],[8]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기 해 기존의 많은 연구에

서 블 이드 출력 특성을 주속비에 한 함수로 모델

링하고 해석하 다.
[1],[2],[3],[4]

 즉 회 속도와 풍속의 비

율에 따라 결정되는 주속비가 회 자 블 이드에 가해

지는 바람의 상  속도를 결정하므로 블 이드의 출력

특성이 최 을 심으로 단조감소 곡선의 형태를 보

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조건은 피치각이 일정한 경

우에만 만족되고 블 이드의 피치각이 변동하면 블

이드의 공기역학  특성 변화로 인해 출력특성이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 변화는 개별 블 이드마다 차

이가 있으나 이를 수학 으로 모델링한 결과가 제시되

었다.
[3],[5],[7]

 [3]에서는 정격이상의 고풍속 역에서 

발 기 토크 기울기에 따른 출력제한 특성을 시뮬 이

션하고 있으나 피치각 변동이 블 이드 특성변화를 어

떻게 구 했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풍속변동이나 회 속도 변화뿐 만아

니라 피치각 변동 시에 해서도 풍력발 기 출력특성

을 시뮬 이션 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블 이드 출

력계수를 주속비  피치각에 따른 2차원 함수로 구

하 다. 한 실제 풍력발  시스템의 운  시 피치각

을 변동시키는 상황을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비

상정지, 기동원활, 출력제한에 한 각각의 상황이 어

떤 경우에 나타나는지 설명하 고 그 상황에 알맞은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2. 피치제어 방식의 풍력발  시스템 모델링

2.1 블 이드 모델링

풍력발  시스템에 입력되는 에 지는 블 이드에

서 변환된 기계  에 지 로 식(1)과 같다.
[1][3]

  



   (1)

여기서 는 블 이드의 출력계수로 블 이드

의 피치각 와 주속비 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 되

며 그림 1과 같다.
[3]

   



  
 



(2)

여기서  ∼ 는 블 이드 형상에 따른 상수이

며 변수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는 블 이드 피

치각으로 [deg]단 로 표시한다.










(3)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풍력 발 기별  ∼ 의 

상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근사화된  특성곡

선의 모양 차이가 크지 않고, 요한 변수는 피치각과 

주속비의 변화이므로 시뮬 이션 모델링에서는 아래 

상수를 용하 다.

 c 1  = 0.5 c 2  = 116 c 3  = 0.4

 c 4  = 0  c 5  = 5    c 6  = 21

 x  = 0

이 값들은 참고문헌 [3],[5]에서 사용하고 있는 값과 

같다.

2.2 피치제어기 구

본 논문에서는 피치각의 변동으로 블 이드 공기역

학  출력 토크가 변화하는 것을 출력계수 값에 반

하여 출력특성이 변화하도록 시뮬 이션모델을 구성

하 다. 그림 2는 피치각을 고려한 풍력발 기 출력 

제어 모델로서 피치각 구동기 모델, 피치각을 포함한 

블 이드 모델, 회 체 동력학 모델, 발 기  력제

어부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피치각 구동기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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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피치각 변동을 고려한 풍력발 기 출력 제어  

Fig. 2 Wind turbine power control with variable pitch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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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격 풍속(12[m/sec])상태에서 비상정지시 풍력발 기 

운  특성  

(a) 블 이드 회 속도    

(b) 블 이드의 기계 인   출력     

(c) 발 기 출력 
Fig.3 Simulation waveform for wind generator characteristics of 

e-stop in wind rate speed (12[m/sec])

(a) blade rotation speed    

(b) blade power 
(c) generator power 

내부에는 피치각 지령값 기울기 제한(reference ramp 

limit) 기능과 1차지연(first order delay) 응답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공기역학  회 자 모델은 주속비와 

함께 피치각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블 이드에서 입력

되는 토크를 계산하도록 구성하 다. 발 기  력

제어부 블록에서는 발 기 토크 기 값은 식 (4)와 같

이 발 기 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시키도록 

함으로써 입력 풍속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최  출

력을 발생하는 회 속도에서 운 되도록 하 다.
[6]


 

 (4)

3. 피치각 변동을 고려한 시뮬 이션

3.1 비상정지

첫 번째 사례는 운   비상정지이다. 주변에 갑작

스러운 험이 발생하거나 안 을 해 필요한 경우 

운  인 시스템을 비상정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출력제어 시스템은 즉각 피치각 지령 값을   로 

변경하고 최 한 빠르게 시스템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비상정지라고 하며 이때 발 기나 계통 

연계 회로에 과속도, 과 압, 과 류 등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3은 시스템이 정격 출력

(750kW)으로 운   갑자기 계통 측으로 달되는 

출력이 이 되었을 때 발 기 회 속도가 증가하지만 

피치각 제어에 의해 출력이 으로 감소하는 과도상태 

특성을 보이고 있다.

3.2 기기동 원활

풍력발  시스템이 정지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회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기 하여 피치를 제어

한다. 그림 4는 낮은 주속비에서 피치각에 따른 출력

계수이다. 정지상태일 경우 블 이드의 피치를 45°로 

제어하고 주속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피치각을 35°, 

25°, 15° 그리고 최종 으로는 0°로 제어하면 출력계수

가 최 값에서 운 되게 되어 기동시간이 짧아지는 효

과가 있다.

즉 정상 상태 최  출력발생 운  조건인   으

로 설정하기보다는 처음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블 이

드가 회 하기 시작할 때 그림 4와 같이   로 

기값을 설정 했을 때 기동이 원활하다.

3.3 출력제한 

정격풍속 이상의 바람이 불면 발 시스템의 보호를 

해 블 이드 피치각을 제어함으로써 입력되는 력

(Power)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블 이드 피치각을 변

화시켜 토크를 조 함으로써 바람의 변화에 따라 발생

하는 출력을 정격으로 제한 는 유지하도록 피치각 

제어기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림 5는 정격풍속 12[m/sec]에서 운  갑자기 풍

속이 15[m/sec]로 증가할 때 풍력발 기의 출력특성을 



송승호․백주훈․정병창

54 풍력에너지저널 : 제1권, 제1호, 2010

그림 4 속 운  역에서의 출력 계수 곡선

Fig. 4 Power coefficient curve at low Tip Spee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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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격풍속 이상(12 --> 15 --> 15[m/sec])에서 블 이드 출

력 제한 특성

(a) 풍속       

(b) 블 이드 회 속도 
(c) 블 이드 피치각       

(d) 출력계수 

Fig. 5 Output power and other variables when the wind speed step 

change (12 --> 15 --> 12[m/sec] )

(a) wind speed    

(b) blade rotation speed 
(c) blade pitch angle   

(d) power coefficient 

찰한 것이다. 그림 5 (a)는 14 에서 22 구간에서 8

간 풍속이 12[m/sec]에서 15[m/sec]로 갑자기 증가

했다가 다시 정격풍속으로 감소하는 풍속 형이다. 

그림 5 (b)는 블 이드 회 속도로 과도상태 구간에서 

증가했다가 피치제어기의 동작에 의해 다시 정격 회

속도로 안정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 로 풍속

이 갑자기 감소하면 일정시간동안 회 속도가 감소되

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안정화되는 형을 보여 다. 

그림 5 (c)는 블 이드 피치각으로서 기값 0°에서 출

발하여 과풍속 구간에서는 출력 제한을 해 피치를 

제어하다가 입력풍속이 감소하면 다시 피치각을 0°로 

유지함을 보여 다. 그림 (d)는 출력계수를 나타낸 것

으로 바람이 가진 에 지 에서 얼마나 발 에 사용

되는 에 지로 변환되고 있는 지를 나타낸다. 정격이

상의 풍속에서 출력계수가 감소되었다가 다시 정격풍

속으로 돌아오면 최  출력계수를 갖는 조건으로 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블 이드 피치각 변동을 포함한 풍

력발 기 출력특성 시뮬 이션 모델 개발하 으며,  

피치각 변동이 필요한 경우를 각각 비상정지, 기동원

활, 출력제한의 3가지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의 

검증 수행하 다. 

비상정지의 상황에서 풍력발 기의 출력특성을 모

의하 고, 기 정지 상태에서 블 이드 기동을 한 

기 피치각 설정  변동하는 회 속도에 맞는 블

이드 지령값을 구 하 으며, 정격 풍속이상에서 정격

이상의 출력 발생을 제한하기 하여 피치각을 감소시

키는 제어기를 구 하여 실제 상황과 가까운 풍속입력 

패턴으로 이를 시뮬 이션 형을 통하여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신재생에 지기술개발사

업의 일환(2009T100100621)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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