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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예측모델 기반 풍력발전단지의

퍼지 모델링 및 강인 안정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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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fuzzy modeling and robust stability analysis of wind farm based on prediction model for 
wind speed. Owing to the sensitivity of wind spee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ynamic equation of the variable speed wind 
turbine. In this paper, based on the least-square method, the wind speed prediction model which is varied b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s proposed so that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practicability of our model. And, we propose the composition of 
intelligent wind farm and use the fuzzy model which is suitable for the design of fuzzy controller. Finally, simulation results 
for wind farm which is modeled mathematically are demonstrated to visualize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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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발전 사고 후유증

의 여파는 2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반대급부

의 결과로 보다 안전하고 청정한 발전방식에 대한 국민들

의 열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 단지 조성에 대

한 국가적 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고

정속도에 기반한 풍력터빈과 달리 가변속도 풍력터빈을 기

반으로 한 발전 시스템은 2000년 초반부터 연구되기 시작

하였으며, 현재까지고 활발히 토의되고 있는 분야이다 

[1-13]. 그러나 제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개별 풍력터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변속 풍력터빈을 기

반으로 한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진행되

고 있지 않다. 특히, 가변속 풍력터빈의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외부 풍속에 대한 해석인데, 이를 실제 동적방

정식에서 해석한 연구는 많이 없는 실정이다.
기존 가변속 풍력터빈 및 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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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논문 [1]에서는 개별 풍력발전기의 효율적 배

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각 개별 터빈에서 

도출되는 발전량에 비례하여 구성된다. 이를 좀 더 체계화

시켜 군집(cluster) 형태로서의 풍력 터빈을 구성한 내용이 

논문 [2]이다. 또한, 논문 [3]에서 알 수 있듯이, 풍속 및 풍

향에 따른 풍력 터빈의 적적한 배치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능형 풍력발전단지를 구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문제의 경우 역시 앞

선 연구인 [4-6]을 통해 제어 이론이 제안되었으며, 실증실

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문 [6]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가변속 풍력발전 터빈을 기반으로 한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논문들

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있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변속 풍력터빈을 기반으로 한 풍력

발전 개체들의 적절한 배치 및 계통연계에 대한 안정성 분

석임을 알 수 있다. 논문 [7]의 경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

아외부 바람에 대한 모델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는 외부 속도에 따라 터빈의 속도가 변화하는 가변속 모델

의 해석에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풍속 예측

모델 기반 풍력발전단지의 퍼지 모델링 및 강인 안정도 해

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경우, 가변속 풍

력터빈 기반 풍력발전단지 구성에 대한 개념적 연구 위주

로 수행되었지만, 풍속 예측 모델에 기반한 해석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또한, 발전단의 해석에 있어 풍속 예측 모

델을 동적방정식에 포함한 해석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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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별 풍력 발전 터빈.
Fig. 1. Individual wind turbine.

그림 2. 풍속에 따른    곡선.

Fig. 2.    curve according to wind speed.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소자승법에 기반 

한 풍속 예측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가변속 풍력터빈

에 적용한 동적 방정식을 제안하게 된다. 그리고, 단일 개

체 풍력터빈을 제어하는데 사용되었었던 강인 퍼지 이론을 

보다 발전시켜 풍력발전 단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그리드 연결성을 고려한 풍력발전단의 구성을 위해 가

변속 풍력터빈 개체간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ion)을 통한 

풍력단지 모델을 제안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지능형 풍력

발전 터빈 특징 및 최소자승법에 기반 한 풍속 예측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III 장에서는 T-S 퍼지 시스템 및 강인 제어

기 설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IV 장에서는 풍력발

전단지에 대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퍼지 모

델링 및 가상 제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며, 마지막 V 
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며 본 논문은 마무리 하게 된다.

II. 풍력 터빈 해석 및 풍속 예측 모델

1. 개별 풍력 터빈 분석

기존의 개별 풍력발전 터빈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문제점

을 지니고 있다[5,6].
a) 수시로 변하는 바람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했기에 

현실 풍력발전에 대한 적용의 어려움. 
b) 터빈의 속도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최상의 전력을 

획득하는 것이 특정 속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효용성이 낮음.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변터빈이 고려된 풍

력 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이는 고정

된 속도의 터빈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1) 높은 에너지 창

출, 2) 그리드 연결 수 감소, 3) 사용 부품에 대한 유연성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1]. 문제는 가변속도가 고려된 풍

력터빈의 경우 동역학 방정식의 해석이 매우 어렵다는 단

점이 있으며,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 관계 역시 외부의 

불확실성의 영향아래 놓여있다. 이는 풍력 발전시스템의 운

영에 있어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결방안의 모색

이 요구된다. 더군다나, 지능형 풍력발전 단지의 구성의 경

우 한 개체의 안정성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개

체 모델에 대한 통합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

성의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장에서는 지능형 풍력발전 단지의 구성을 위하여 우

선적으로 그림 1과 같은 개별 풍력 발전장치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고, 이를 다 개체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 식을 고려해 보자.

 


      
 (1)

  




   

여기서 는 바람의 토크(torque)를 나타내며, 는 풍력 

터빈 각속도를 말하며,  는 샤프트의 토크를, 는 발전 

각속도를 의미한다. 또한, 는 샤프트의 탄력도(compliance)

를 나타내며, 는 샤프트의 감쇄(damping)을 나타내고 

와 는 각각 터빈과 발전기의 관성을 나타내며,  는 샤

프트의 토크를 의미한다.
바람으로부터 얻어지는 전력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공기의 비중을, 은 날의 길이를, 는 바람

의 속도를 의미하며  는 터빈의 전력 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프로펠러 날개의 끝 속도의 비율을 의미하는  는 

다음의 비선형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3)

식 (2)와 (3)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된 풍력 발전기에서 

얻어지는 전력은   라는 변수에 따라 달라지며, 

는 라는 또 다른 함수에 의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라는 바람의 속도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1: 식 (2)와 (3)에서 의 경우 외부의 풍속에 

따른 풍력터빈의 전력 계수로, 풍력발전 터빈이 가지고 있

는 비선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수치의 분석을 위해 기

존 논문들의 경우 그림 2에서 나타난 전력 계수 곡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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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정 값을 지정하거나 [1-3], 선형화를 통한 단순 파라미

터 전환으로 해석하였다[5,6].
2. 최소자승법 기반 풍속 예측 모델 개발

본 절에서는 비선형 파라미터 의 보다 정확한 해

석을 위해 풍속예측모델을 제안하게 되며, 제안된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동적 방정식을 설계하게 된다. 앞서 언급

했듯이, 의 경우 풍속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는 

비선형 파라미터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풍력터빈 해석에 있어 고정된 값으

로 설정하게 된다. 풍속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위해 아래의 

수식을 고려해보자[7].

   (4)

여기서 는 기본 풍속을 의미하며, 는 돌풍 (Gust), 

는 경사 값, 그리고 은 외부 노이즈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와 의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풍

속모델을 고려하고자하며, 이를 수식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최소자승법을 사용하게 된다. 해당 기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시간상에서 이루어지는 풍속 모델을 해석하기 위

한 방안으로, 이전 풍속의 변화량에 따른 기울기를 사용자

의 설정에 따른 이산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특정 시간 이후의 풍속을 예측하게 된다. 좀 더 구체

적으로, 풍력속도에 대한 기울기 는 이전 시간 초

에서 형성된 풍력속도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11].

 


 











 









 





(5)

여기서 는 현재의 시간을 의미하며, 은 간격 

이전의 풍력속도를 의미한다. 만약   값이 30초로 산정

된다면, 위의 식의 전개는 아래와 같다.

 







 (6)

이를 통해 다음 풍속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진다[11].

   (7)

여기서  값은 예측 시간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질 수 

있다. 해당 식을 통해 구해진 풍속의 경우 이후 수행될 시

뮬레이션의 중요 입력 값으로 작용하게 된다. 해당 입력은 

풍력발전단지를 퍼지 모델로 구성함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곡선을 해석하는데 있어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풍속예측모델 기반 동적 방정식

고정된 값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풍력터빈 방정식

을 아래와 같다[5].














 






















 





















 (8)

여기서     ,   이며, 는 식 (1)과 (2)를 

바탕으로 하여 

 




 minmax
로 계산되었다. 이

를 좀 더 분석하기 위해 아래 식을 고려해 보자.







 




 
 

 (9)

여기서   

 
로, 이는 식 (3)에 의해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10)

식 (10)을 통해 (8)을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11)

식 (11)의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퍼지 모델에 대

한 해석이 필요하며, 이는 III, IV 장에서 수행하게 된다.

III. 지능형 제어기법 제안

본 장에서는 논문 [6]에서 개발한 풍력터빈에 대한 강

인제어이론을 제안한다. 다음 비선형 시스템 식을 고려해 

보자.

    (12)

식 (12)에서 ∈ 는 상태 벡터를 ∈는 입

력 벡터를 의미하며, 이는 아래와 같은 퍼지 모델 기반 새

로운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and  and   

 (13)

           

여기서  는 번째 퍼지 규칙을, 는 번째 전건부 

변수를 의미하며, 는 상태 벡터,   적절한 크기를 지닌 

입력 벡터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강인제어 기법의 해석

을 위하여 시스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 파라미터를 추가하

게 되며 이는 식 (13)에 나타난 와 이다. 불확실 

파라미터 ∆와 ∆는 가정 1을 통해 재구성 된다. 

가정 1 [5]: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두 행렬 ∆와 ∆

는 아래와 같은 행렬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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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와 는 파악된 실수 행렬이며,  는 파

악되지 않는 파라미터로, 
 ≤  의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식 (13)에 중심값-평균 비퍼지화, 곱셈 추론, 싱글톤 퍼지

화를 사용하면 개루폐 형태의 퍼지 식 구성이 가능하다.

 
  



     (14)

여기서

  
 




  , 

 


  







구성된 시스템은 아래 제어기를 통해 폐루프로 전환된다.

          
 and  and   

 (15)

      

여기서 비퍼지화 출력 값은 다음과 같다.

 
  




 




 (16)

앞선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변수에 해당하는 파라미

터에 특정 변화 값을 줌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표현하게 되며, 이는 기존 논문 [5]에서의 이미 

시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5]에서의 논의를 확장하여 보

다 넓은 범위의 안정도 해석을 시도하게 되며, 이를 활용하

여 아래의 정리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정리 1: ∥∥≤,  ≥       를 고려하

자. 식 (14)와 (16)을 통해 구성된 퍼지시스템은  
 , 

 ,  ,  , , , 에 대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

며, 이를 통해 제어입력을 구할 수 있다.

 ≻,  ≺ (17)

 ≺
 ,   ≺ (18)

여기서 는   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


⋮


⋱ 
⋯ 

그리고 (17)과 (18)에서 나타난 는 아래와 같다.

  













   

 


 
  




 






 

 


, 

 



 

 


.

증명: 다음과 같은 PDLF (Parameter Dependent Lyapunov 

Function)을 고려해보자.

       


  




 




 


 

 

(19)
여기서,   ,  ∆ 

∆ 
,    ∆  ∆ 

 이다. 식 

(19)을 풀기 위하여, 다음 보조정리를 활용하자. 

보조정리 1 [5]: 다음 두 문제는 동일하다.
(1) 양한정 행렬 를 다음에서 찾는 문제:

≺ 

(2) 양한정 행렬 와 일반행렬  , 에 대하여 보조정리 

2-(1)과 동일 문제: 




 


   

    ≺

보조정리 1을 이용하여 풀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 ∆
∆

 

 
≺ 

여기서 는 일반 행렬이며, 

 



 





  




 
  

이다. 가정 1에서 언급한 불확실성 파라미터의 성질 


 ≤ 을 활용하여,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재구

성 될 수 있다.




  



 


 

 




 








 ≺

위의 식에 Schur complement 적용을 통해 정리 1과 같은 

선형행렬 부등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참고 2: 정리 1은 참고문헌 [5]에서 다룬 정리에 비해 

완화된 lyapunov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넓은 범위의 

안정도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풍력발전단지의 퍼지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계통 연계에 있어 수식 상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두 개의 개별 풍력터빈에 해당하는 

상호 연결(interconnection)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면, 식 

(11)로 표현된 단일 개체 풍력시스템 2개를 상호 연결한 시

스템은 두 개의 비선형 파라미터 와 
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상호 연결된 행렬로 구성된 4개
의 퍼지 규칙으로 표현될 수 있다[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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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개체 풍력터빈  안정화 결과.

Fig. 3.  trajectory of dual wind turbine.

그림 4. 2개체 풍력터빈  안정화 결과.

Fig. 4.  trajectory of dual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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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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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은 개별 풍력발전 터빈간의 상호 연결을 

의미하며, 식 (11) 상에 표현된 첫 번째 비선형 파라미터 

와 의 비선형성을 퍼지모델 기반 해결하기 위해, 

 ∈  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의 부분 

합으로 표현 가능하게 된다.

 min  max   




 min  maxmax, (20)

여기서 min  max , min  max ,  
, 

 
 그리고 멤버쉽 함수는 



 , 





이다. 해당 멤버쉽 함수 구성을 통해 전체 비선

형 시스템에 대한 연결성이 보장되며, 정리 1을 통한 제어

기 설계 여기 용이해지게 된다. 또한, 가정 1에서 가정한 

불확실성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다음과 같이 10% 불확실성

을 생각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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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값            로 설정하였으며, 

앞서 퍼지 모델링 기법을 통해 연결된 2개의 풍력 터빈 모

델을 퍼지 규칙으로 나타내었고, III 장에서는 이에 적합한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제어기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절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시뮬레이

션에 사용된 각 파라미터의 수치는 논문 [2]와 [6]을 참고

하였으며, 고려된 두 개의 풍력 터빈은 각각 3개의 날을 가

진 600KW 모델이다. 초기 값은    이다. 

설계된 제어기를 통한 퍼지 제어 이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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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개체 풍력터빈  안정화 결과.

Fig. 5.  trajectory of dual wind turbine.

     

     

     

     

얻어진 입력 값  -를 통해 시스템의 강인 안정도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림 3-5와 같은 안정도 그래프를 얻

을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단일개체 풍력발전 시

스템과는 다르게 본 논문에서 고려된 풍력발전 시스템의 

경우 퍼지모델에 기반 한 지능형 풍력발전단지 계통연계 

분석 및 풍속 예측모델 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풍속 예측모델 기반 지능형 풍력발전 단

지의 퍼지 모델링 및 강인안정도 해석에 대해 다루었다. 상
호연결성을 고려한 퍼지 모델링을 통해 풍력발전단지 구성

을 제안하였으며, 최소자승법에 기반 한 풍속 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비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 개체 

풍력발전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 T-S 퍼지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였으며, 안정도 해석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강인 제어기 설계를 선형행렬부등식 형

태로 나타내었다. 그리드 연결로 구성된 풍력발전단지의 파

라미터에 외부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화를 10% 고려하였으

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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