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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 on-grid type WECS with MPPT function for vertical-axis-wind-turbine using PMSG type WG, consisting 

of a high efficiency boost-type DC/DC converter and a DSP-based control unit running of complex functions. The 

advantages of the proposed MPPT method are that no knowledge of the WG's optimal power characteristic or 

measurement of the wind speed is required and the WG operates at a variable speed. Thus, the system features 

higher reliability, lower complexity and cost.

1. 서 론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가지고 있는 유동에너지를 블레이드를 통

해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로 변환한 후 발전기를 구동시켜 전기 에

너지를 생산하는 다단계 에너지 변환 장치이다. 이러한 풍력발전

기는 바람의 속도 변화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이 크게 

변동하므로 별도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한 계통 연

계형으로의 운전이 유리하며 고효율 운전과 기계적 스트레스의 저

감을 위해 가변속 운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계통연계형 

가변속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가변 전압 가변주파수 출력 

전력을 계통의 고정 전압 고정 주파수의 전력으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기가 필수적이다.

가변속 풍력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발전기의 종류는 크게 유도

기와 동기기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 적용된 발전기는 동기기이며 

영구자석식이다. 유도기의 경우 여자를 위해서 전력변환기에서 무

효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반면 동기기는 다극화가 용이

하고 무효전력을 별도로 공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유도기를 사용하는 가변속 풍

력발전시스템의 전력변환기는 back-to-back 구조의 양방향 

PWM컨버터가 필수적인 사양이지만 영구자석형 동기기를 사용하

는 풍력발전시스템의 경우 여자 전류의 별도 공급이 필요하지 않

으므로 다이오드 정류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구

자석형 동기기를 사용한 수직축 소형 풍력발전기용 계통연계 전력

변환기의 설계로 AC/DC변환부에는 3상다이오드 정류기와 Boost 

쵸퍼를 사용하였고 DC/AC변환부는 3상 PWM인버터를 사용하였

다. 특히 Boost쵸퍼부 토폴로지의 특징으로는 PWM용 반도체스위

치를 하나만 사용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cost down을 유도할 수 

있고 직류단 전류의 피드백 제어를 통해 발전 전압에 따른 전류 

및 유효전력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2. 소형 수직축 계통연계형 풍력시스템

아래의 그림 1에 소형 수직축 계통연계형 풍력발전 시스템의 

제어블록도[1]를 나타내었다. DC-DC Boost 회로는 3상 다이오

드를 거쳐 입력된 DC전류를 풍력발전 시스템이 최대 전력점을 추

종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IGBT를 이용한 DC-to-AC 

인버터단은 DC링크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발전된 전력을 계

통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유효전력은 q축 전류제어에 의해, 그

리고 무효전력은 d축 전류제어에 의해 독립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계통으로 전력을 투입하려면 계통 전압의 위상각을 알아내어야 하

는데 동기트랜스로부터 입력된 전압 정보로 PLL(Phase Locked 

Loop)을 사용하여 검출한다.

2.1 블레이드에 의해 입력되는 파워

풍속이 인 바람이 단면적 A를 지나갈 때 이 때 바람이 

가진 에너지가 블레이드에 전달하는 에너지는 아래 식(1)과 같다. 

아래 식으로부터 블레이드에 전달된 에너지는 풍속의 3승에 비례

함을 알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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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형 수직축 풍력발전시스템용 계통연계PCS의 전체 제어블럭도[1]

 : 블레이드 입력 파워 [W]

   : 공기 밀도 [ kg/m 3
]

A   : 블레이드 회전 단면적 [ m 2]

 : 풍속 [m/s]

C p : 블레이드의 출력 계수

출력계수는 블레이드의 공기역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일종

의 에너지 변환 효율로서 블레이드 설계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

으며 일반적으로 그림 2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횡축은 주

속비(TSR; Tip Speed Ratio) 로서 풍속과 블레이드의 회전에 

따른 팁부분 선속도의 비율을 나타내며 식(2)와 같이 정의된다.

                



      (2)

 : 블레이드가 그리는 원의 반지름[m]

  : 블레이드 선단 각속도 [rad/s]

  : 바람의 속도 [m/s]

상기 식(1)에서 풍속이 일정할 경우 블레이드 입력 파워는 블

레이드의 출력계수에 의하여 좌우된다. 또한 를 종축으로 회

전속도를 횡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림 3과 같이 도식화 할 경우 

그 곡선의 모양이 그림 2와 같이 주속비와 출력계수의 특성곡선

과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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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형 수직축 풍력발전기의 

주속비와 출력계수 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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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풍속변동시 블레이드 파워와 

회전속도의 관계

파워와 회전속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식(2)를 바람의 

속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 결과를 식(1)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식(3), (4)를 얻을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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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3), (4)에서 블레이드의 출력계수가 최대값을 유지하도

록 회전속도가 풍속에 비례하여 제어가 되고 있다면 이러한 최대 

전력 출력점에서 블레이드의 파워는 식(3)과 같이 회전속도의 3승

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1].

2.2 영구 자석형 동기 발전기 모델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는 여자전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고효

율이 가능하다. 3상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한 상에 대한 등가

회로와 페이저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동기발전기의 상당 등가회로와 페이저도

그림 4에서와 같이 동기발전기의 Ia(line current) 그리고 

Vt(terminal voltage)는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   ×                (5)

Ra는 상당 권선저항을 나타내고 Xs는 상당 동기리액턴스를 의

미한다. 식(5)에서 Ia와 |Ia|및 전력 P는 각각 아래의 식 (6), (7), 

(8)과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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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상 브릿지 다이오드 모델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구자석형 동기기를 사용하

는 풍력발전시스템의 경우 여자 전류의 별도 공급이 필요하지 않

으므로 다이오드 정류기의 사용이 가능하다[1].

그림 5 3상브릿지다이오드 정류기와 발전기의 연결도

상기의 그림 5와 같이 3상 브릿지 다이오드 정류기와 발전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아래와 같은 수식이 성립함

을 알 수 있다.

 ×   ×  ×                               (9)

정류기의 출력 전압 Vin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0)

Idc와 발전기의 상전류와의 관계는 상기의 식(9), (10)에 의해

서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1)

2.4 DC-DC 컨버터 모델

아래의 그림 6은 3상 브릿지다이오드 정류기 후단에 연결되는 

DC-DC Boost회로와 그 제어 블록도이다. CCM구간에서의 입출

력전압과 시비율의 관계는 식(12)와 같다.

Vdc=
1

(1 - D )
V in                              (12)

일반적인 Boost 컨버터는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본 논문에 적용한 Boost 컨버터는 입력단 직류전류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

PI

/

dcVinV
dcI

*
dcI D

ffD

그림 6 DC-DC Boost회로와 제어블럭도[1]

스위치 양단 전압의 평균값을 Vs라고 할 때 전압 방정식은 식 

(13)과 같다[1]. 

L dc

dI dc
dt

= V in-Vs= V in- (1 - D)Vdc    (13)

출력전압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입력전류의 크기

는 시비율 D와 입력전압 Vin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력 전류의 기준값과 피드백값의 오차를 비례적분 

제어기로 보상하여 시비율을 조절하도록 피드백 제어루프를 구성

하였으며, 이 때 입력단 전압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보상하기 위

하여 식(14)과 같은 시비율 전향보상항을 PI제어기 출력단에 더해

주고 있다. 이 전향보상항은 식(13)에서 입력전압 또는 출력 전압

이 변동하더라도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시비율을 계산

한 것이다[1]. 

D ff=
-V in+Vdc

V dc
                             (14)

2.5 계통연계형 PWM 인버터 제어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갖는 3상 계통연계형 인버터에서 계통 

전압과 인버터의 출력 전압사이의 전압 방정식은 동기좌표계상에

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3].

  

  




   

  




   

    (15)

이 때 계통측 전원 전압이 모두 q 축에 존재하도록 동기 위상

각을 잡으면 전원전압은 다음과 같다[3]. 

  ,        (16)

전압제어기는 q축 전류 기준값을 조정함으로써 DC링크단 전압

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두 계통으로 출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d축전류는 역

률에 따라 식(18)과 같이 결정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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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전류제어기는 d,q축 전류기준값에 추종하도록 d, q축 전압 기

준값을 아래와 같이 생성한다.

 
     

  
   

   
  

 
      

  
   

   
  

     (19)

3. 최대전력추종 알고리즘 및 실험

3.1 최대전력추종 알고리즘

최대출력점에서 블레이드의 입력과 발전기의 부하토크가 평형

이 되는 조건은 발전기의 부하토크를 식 (4)에서와 같이 회전속도

의 제곱에 비례하여 인가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파라메

터 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만일 어느 회전속도에서 서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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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이루어 동작을 하던 중 풍속이 상승하여 입력파워가 증가하

면 발전기의 가속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의 회전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발전기의 부하토크를 증가시키면 된다. 여기서 발전기의 

회전속도는 소형 풍력발전기의 경우 별도의 타코메터나 센서를 장

착하기가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이 발전기의 회전에 의해 유기된 

전압, 더 구체적으로는 브릿지 다이오드 정류기를 통해 정류된 

DC출력전압으로 회전속도 정보를 얻는다[4].

V in = E max= N Φ p ω     (20)

상기식에서 N은 유효 턴수,  는 극당 자속수, ω는 회전속도

를 의미한다. 따라서 발전기의 부하전류와 입력전압에 대한 함수

형태의 방정식이 요구되는데 이는 아래의 식(21)과 같다[1].

I dc
* = k (V in-V in_min )

2+I dc_min            (21)

비례 상수 k는 직류단 전압와 전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

지면 자동으로 식(22)와 같이 계산되도록 하였다[1].

k=
I dc_max- I dc_min

(V in_max-V in_min )
2                     (22)

3.2 알고리즘 실험

그림 7 DC출력전압이 170V일때의 제어

그림 8 DC출력전압이 208V일때의 제어

그림 9 계통 전압과 계통 투입전류 (역률 : 1)

그림 10 발전기 부하전류의 증가에 따른 계통 투입전류의 변화

알고리즘 실험에 사용된 발전기는 1kW용량의 3상 20극

AC220V(L-L)이며 MG-set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였고 전력변환

기는 정격용량 6kW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1 실험에 사용된 M-G set(상)와 전력변환기(하) 사진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직축 소형 풍력발전기에서 풍속계나 기

타 센서의 도움없이 정류된 발전기의 DC출력전압의 정보를 

이용하여 최대 전력을 추종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였고 이

를 최종적으로 계통에 연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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