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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Baseline controller conduct using method pro-
posed RISO National Laboratory in Region 3. which designed the blade-pitch control system us-
ing a single degree-of-freedom model of the wind turbine. Idealized PID-Controlled rotor-speed 
error will respond as a second-order system with the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RISO 
proposed specific natural frequency(=0.6 rad/s) and damping ratio(=0.7). If specific Eigen value 
apply to NREL 5 MW wind turbine, differ with pitch respond for simulation results of RISO 
report. Variation of specific eigen value investigate performance of NREL 5 MW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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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

제가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2012년 풍력

산업동향 및 전망[1]에 따르면, 풍력터빈시장의 규모

는 2006년부터 5년간 약 27.1% 성장하였다. 2010
년부터 2020년까지 29.8% 성장할 것이며,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원가 구성을 분석

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반적으로 MW급 풍력발전기의 제어기 설계방

법은 다음과 같다. 시동풍속, 정격풍속 및 차단풍속

의 설정에 따라 Fig. 1과 같이 3개의 영역으로 나눈

다. I 영역은 시동풍속(cut-in)에서 정격풍속(rated 
speed)이전구간으로 최대출력제어방식을 사용하며, 
III 영역은 정격풍속이후에서 차단풍속(cut-out) 사이

의 구간으로 정격출력제어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마

지막으로 II 영역은 I 영역과 III 영역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천이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영역에서 

일정한 발전기출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PID 제어기법 중 PI 제어를 사

용하여 날개의 피치제어를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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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피치제어용 PI 제어기의 설계 과

정을 정립하고, 제어기의 게인 산정과정에서 도출되

는 제어기의 고유진동수와 감쇠비의 변화 따른 제어

기의 성능변화를 고찰하여 보았다. 수치모델로서는 

미국의 NREL (New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제안한 해상용 고정식 5 MW 풍력

발전기를 선정하였으며 NREL에서 제공하는 공탄성

시뮬레이터인 FAST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1 Power Curve of MW Class Wind Turbine[2]

2. NREL 5 MW 풍력발전기 및 기본제어기

2.1 NREL 5 MW 풍력발전기 제원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풍력발전기 모델은 NREL

에서 공개한 해상용 5 MW reference 풍력발전기이

며, 이는 가상의 풍력발전기로 전 세계적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풍력발전기이다. 
NREL 5 MW 발전기는 로터의 직경이 126m인 수

평축 풍력발전기로서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3].
Table 1 Properties for NREL 5 MW Wind Turbine

 Item Value 

 Rating 5 MW 

 Rotor Orientation Upwind 

 Configuration 3 Blades 

 Rotor, Hub Diameter 126 m, 3 m 

 Hub Hight 90 m 

 Cut-in, Rated, Cut-Out
 Wind Speed

3 m/s, 11.4 m/s 
25m/s 

 Cut-in,
 Rate Rotor speed

6.9 rpm 
12.1 rpm 

 Rotor mass 110,000 kg 

 Nacelle mass 240,000 kg 

 Tower mass 347,460 kg 

2.2 기본제어기
기본제어기의 제어영역 III에서는 발전기정격속도

(1173.7 rpm)의 99%에 해당하는 reference 속도

(1161.9 rpm)와 발전기 속도의 오차를 사용하여 PI
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정격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치제어를 하게 된다. 기본제어기는 풍력발전기를 

1자유도계로 모델링한 후 PID 제어기를 적용하면 

식 (1)과 같이 로터속도에 대한 2차 미분방정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특정고유진동수와 감쇠비는 식 

(2), (3)으로 나타낼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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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O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D게인을 무시하여 

을 구하고 식 (2)에 특정고유진동수(= 0.6 rad/s)
을 적용하면 식 (2)을 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으

며, 를 식 (6)에 대입하면 식 (7)과 같이 얻을 수 

있다. 식 (4)에서 구한 와 특정고유진동수와 감

쇠비를 적용하면 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식 (5)에 대입하면 식 (8)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정격풍속제어구간에서 난류에 의해 발전기속도가 

정격이상으로 작동하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때 식 

(5)의 Ω
에 의하여 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음의 댐핑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P 게인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식 (7), (8)에 사용되는 피치각

도에 따른 공력파워민감도(Original Data)는 

FAST[5]을 사용하여 출력되며 이를 이용하여 P, I 
게인을 얻을 수 있다.

위 방식을 적용해서 피치제어를 하면 공력파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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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Original Data)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변화되고 

이로 인해 P, I 게인 또한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를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Fig. 2과 같이 

공력파워민감(Original Data)을 선형보간하고 공력파

워민감도(Best-fit Line)의 피치각(= 0deg)에서의 무

차원보정계수(GK)를 사용하면 입력되는 피치각도에 

따른 P, I 게인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무차원보정계

수는 선형보간 후 (피치각  0에서의 공력파워민

감도의 2배수)을 사용하여 입력되는 피치각도에 따

라서 선형보간직선을 추종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때 

피치각도에 따른 무차원보정계수, P 게인, I 게인에 

대한 공식을 식 (9), (10), (11)으로 나타내었고 공

식을 사용해서 무차원보정계수 변화에 따른 P, I게
인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 Aerodynamic Power Sensitivity for Blade 
Pitch Angle Output from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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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ig. 3 Variation for Correction Factor, P-Gain, and 
I-Gain for Pitch Angle Change

RISO 보고서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델은 2 MW 
풍력발전기이고, NREL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델은 

5 MW이다. 이때 피치각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RISO 보고서의 풍속에 따른 피치각응답을 Fig. 4  
나타내었으며 이는 참고문헌[4]을 참조하였다. 

Fig. 4 RISO Report Simulation Results for 2 MW 
Wind Turbine

  

Fig. 5 NREL 5 MW Wind Turbine Baseline 
Controller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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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안된 방식을 NREL 5 MW 풍력발전기에 

적용하였고 이때 사용된 풍속은 RISO보고서에 입력

된 계단풍속의 바람을 참고문헌에서 적용한 바와 같

이 12 m/s ~ 20 m/s까지 생성하여 적용하였다. 이

때의 주기는 50초 간격으로 하였으며 이를 Fig. 5로 

나타내었다. 결과를 비교해보면 RISO 보고서에서는 

모든 풍속에 대하여 피치각응답이 오버슈트가 발생

하고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NREL 5 MW에 적용

하면 12 m/s풍속에 가까워지면 부족감쇠가 발생되

며, 20 m/s에 가까워질수록 게일스케쥴링으로 인하

여 RISO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3. 수치시뮬레이션

3.1 고유치변화에 따른 P, I 게인 변화
RISO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NREL 5 MW 풍력

발전기에 특정고유진동수(= 0.6 rad/s)와 감쇠비(= 
0.7)을 적용하면 피치응답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RISO에서 2 MW 풍력발전기에 적용하였으며 

NREL에서는 5 MW에 적용하였기에 두 풍력발전기

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고

유진동수와 감쇠비을 변화시키면 P, I 게인의 변화

를 알 수 있으며 고유치의 변화에 따른 P, I 게인의 

변화양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초

기값으로 고유진동수(= 0.1 rad/s)와 감쇠비(= 0.1)
을 기준으로 감쇠비(= 0.7)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하

고 고유진동수를 0.3 rad/s ~ 1.0 rad/s까지 0.1 
rad/s씩 증가시키시면 Table 2와 같이 P, I게인 모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고유진동수를 

고정시키고 감쇠비를 0.3 ~ 1.0까지 0.1씩 증가시켰

으며 Table 3와 같이 P 게인은 일정비율로 증가하

며 I 게인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유진동수를 증가시키면 P, I 게인이 모두 증가함

을 알 수 있었고 감쇠비를 증가시키면 I 게인은 일

정하고 P 게인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3의 게인을 가지고 계단풍속을 입력하여 

출력된 피치각응답을 Fig. 6 ,7에 나타내었다. Fig. 
6은 감쇠비를 고정시키고 고유진동수를 증가시킨 경

우이며 이는 P, I게인이 모두 증가하여 연관성을 알 

수 없다. 반대로 Fig. 7은 고유진동수를 고정시키고 

감쇠비를 증가시킨 경우이며 이는 전 구간에서 응답

특성이 빠르고 오버슈트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Table 2 P, I Gain Change for Natural Frequency 
Change   

 
Frequency (rad/s)

0.3 0.4 0.5 0.6 0.7 0.8 0.9 1.0

Dam
-ping

(= 0.7)

P 21 28 35 42 49 56 63 70

I 9 16 25 36 49 64 81 100

Table 3 P, I Gain Change for Damping Ratio 
Change

 
Damping Ratio (%)

0.3 0.4 0.5 0.6 0.7 0.8 0.9 1.0

Fre
-quency
(= 0.6 
rad/s)

P 21 28 35 42 49 56 63 70

I 49 49 49 49 49 49 49 49    

 

Fig. 6 NREL 5 MW Baseline Controller Pitch 
Respond for Natural Frequency change             

 

Fig. 7 NREL 5 MW Baseline Controller Pitch 
Respond for Damping Rati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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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11 m/s ~ 12 m/s까지 계단풍속을 사용
하여 감쇠비를 증가 시켰을 때 목표치의 ±5 %(3.63 
~ 4.02 deg)값 사이에 도달하는 시간을 정착시간이
라고 하고 이를 측정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감
쇠비가 1.5까지는 정착시간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감쇠비를 증
가시키면 P 게인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8 NREL 5 MW Baseline Controller Pitch 
Respond for Damping Ratio Change from 11 ~ 

12 m/s Step Wind Speed

  

                   
Fig. 9 NREL 5 MW Baseline Controller Pitch 

Respond for Damping Ratio Change from 19 ~ 
20 m/s Step Wind Speed

Table 4 Settling Time of Pitch Respond for Damping 
Ratio Change from Step Wind Speed 11 m/s 

~ 12 m/s

Damping Ratio (rad/s)

1.2 1.3 1.4 1.5 1.6

Settling 
Time (s) 10.8 10.31 9.95 9.58 12.53

Table 5 Settling Time of Pitch Respond for Damping 
Ratio Change from Step Wind Speed 19 m/s 

~ 20 m/s

Damping Ratio

0.9 1.0 1.1 1.2 1.3

Settling 
Time (s) 11.9 11.7 8.26 6.5 30.4

Fig. 9은 19 m/s ~ 20 m/s까지 계단풍속을 사용
하여 감쇠비를 증가 시켰을 때 가장 목표치의 ±5 
%(17.36 ~ 17.47 deg)값 사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정착시간을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이전과 같은 
형태로 감쇠비가 1.5일 때 까지는 감소하지만 이후
에는 정착시간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 
11 ~ 12 m/s에서는 감쇠비가 1.5일때이고 19 ~ 20 
m/s에서는 감쇠비가 1.2일때가 빠르게 목표치를 추
종한다.

3.2 감쇠비 변화에 따른 발전기 성능
NREL에서 제공하는 3차원 바람장 생성 프로그램

인 Turbsim[6]을 사용하여 터빈등급 ‘Ⅰ’ 난류등급 
‘B’ kaimal spectrum을 이용하여 평균풍속 18 m/s 
난류강도 16%의 바람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바람을 
사용하여 앞장에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감쇠비 
1.2, 1.3, 1.4, 1.5와 RISO에서 제안한 특정감쇠비(= 
0.6)를 이용하여 600초 시뮬레이션 수행하였으며 이
때 출력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블레이드 1의 피치
각도(BlPitch1), 발전기속도(GenSpeed), 발전기토크
(GenTq), 발전기출력(GenPower), 첫 번째 블레이드
의 평면내방향모멘트(RootMxc1), 첫 번째 블레이드의 
평면외방향모멘트(RootMyc1), 타워의 좌우방향모멘트
(TwrBsMxt), 타워의 앞뒤방향모멘트(TwrBsMyt)을 
확인하였다. 이를 후 처리프로그램인 Crunch[7]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이때 평균은 
차이가 없어 Table 6에 RISO에서 제안된 방식을 
기준으로 표준편차의 증가와 감소을 나타내었다. 
Table 6를 보면 감쇠비가 증가하면 풍력발전기에 
전기적 품질면이나 하중면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가
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Fig. 10은 Table 
6에서 가장 많이 차이를 보이는 감쇠비가 1.5일때와 
RISO에서 제안된 방식으로 600초 시뮬레이션을 수
행한 결과 중 200~400초 사이의 구간을 시간영역에
서 나타내었으며 두 결과가 많은 차이를 확인 가능
하다. 이는 감쇠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안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장에서는 감
쇠비를 이전에 제시된 값보다 큰 값을 사용하였을 
때 풍력발전기의 성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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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viation Value of Simulation Results for 
Damping Ratio Change (Mean Wind Speed 

18 m/s and TI 14.8%)
Damping Ratio

1.2 1.3 1.4 1.5

 BlPitch1(deg) -2.6 -2.9 -3.1 -3.3

 GenSpeed(rpm) -34.8 -41.1 -47.2 -53.2

Gentq(kNm) -35.1 -41.5 -47.8 -54.0

GenPower(kW) -28.6 -33.1 -37.4 -41.3

RootMxc1(kNm) 0.0 0.0 0.0 0.0

RootMyc1(kNm) -3.6 -4.0 -4.3 -4.6

TwrBsMxt(kNm) -1.2 -1.2 -1.2 -1.2

TwrBsMyt(kNm) -10.1 -11.1 -11.9 -12.4

Fig. 10 Simulation Results for Damping Ratio 
0.7 and 1.5 (Mean Wind Speed 18 m/s and TI 

14.8%)

3.3 감쇠비(= 3.0)에 따른 발전기 성능
3. 2에서 감쇠비가 증가함에 따라 풍력발전기에 

성능에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RISO에서 제안한 방식의 고유진동수를 
사용하고 감쇠비를 3.0으로 설정하여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풍속 18 m/s 난류강도 14.8 %의 바
람을 생성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출력된 결과의 
평균값은 이전과 같이 일정함을 알 수 있으나 표준
편차와 표준편차의 차이의 비율을 Table 7에 정리
하였다. 감쇠비가 증가하면 P 게인이 증가하여 난류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안정적이지만 이를 12 
m/s ~ 20 m/s의 계단풍속을 적용하면 Fig. 11과 같
은 모든 풍속에서 부족감쇠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안
정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감쇠비가 증가하게 되
면 P 게인만 증가하게 되므로 이는 풍력발전기 제

어기 설계시 설계자는 안정적인 감쇠비를 결정해야 
한다. 

Table 7 Deviation Value of Simulation Results for 
Damping Ratio 0.7 and 3.0

Deviation

Different
RISO

Damping 
Ratio
(3.0)

 BlPitch(deg) 2.5916 2.4817 -4.4

 GenSpeed(rpm) 36.5992 16.0 -128.6

 Gentq(kNm) 1.307 0.5 -135.1

 GenPower(kW) 37.8 22.4 -69.1

RootMxc1(kNm) 2671.9 2670.9 0.0

RootMyc1(kNm) 1854.4 1758.4 -5.5

TwrBsMxt(kNm) 3411.9 3433.8 0.6

TwrBsMyt(kNm) 7847.7 7472.9 -5.0

                                            

 
Fig. 11 Simulation Results for Damping Ratio 

3.0 from 11 ~ 20 m/s Wind Speed Step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ISO에서 제공하는 특정고유진동

수와 감쇠비를 기준으로 두 개의 파라메터를 변화 

시켰을 때 풍력발전의 성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고유진동수를 변화시키면 P, I 게인이 모두 변화

하는 것을 설계시 연관성을 알 수 없다. 반대로 감

쇠비를 변화시킨 경우에는 I 게인은 일정한 값을 가

지며 P 게인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풍력발전기의 성능을 판단할 때 고유진동

수를 정해지면 감쇠비를 증가시켜 성능을 알아보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감쇠비를 증가시키면 난류가 포함되어 있는 바람

에서는 풍력발전기 성능은 우수한 결과를 가져오지

만 이를 계단풍속의 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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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사용하면 발전기속도에 따른 피치 응답특성이 

빠르기 때문에 부족감쇠가 발생해서 이는 풍력발전

기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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