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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design and analysis of a yaw command tracking control algorithm for 

wind turbines in wind farm control applications. The algorithm was designed for the basic 

supervisory and power control of a 5 MW research wind turbine proposed by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along with an automatic yaw control designed to verif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simulations. Additionally, the developed algorithm was used 

with other control algorithms. The yaw control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racking algorithm 

was verified by conducting dynamic simulations using DNV-GL's Bladed program. 

Furthermore,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algorithm was verified using different 

simulating situations with different yaw steering commands delivered from a wind farm 

controller during normal operations, with changes in the wind direction.

Keywords: 요 지령 추종제어(Yaw command tracking control), 풍력단지제어(Wind farm 
control), 요 제어(Yaw control), 출력 제어(Power control),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호설명

A : 로터 회전 단면적(m2)

J : 관성 모멘트(kg·m2)

L : 각 운동량(kg·m2 ·rad/s)

N : 동력 전달 축 기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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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풍력터빈 출력(W)

R : 로터 회전 반지름(m)


: 출력 계수(-)

 : 발전기 관성모멘트(kg·m2)

 : 허브 관성모멘트(kg·m2)

 : 로터 관성모멘트(kg·m2)

 : 회전축 관성모멘트(kg·m2)

 : 전체 관성모멘트(kg·m2)

 : 자이로 모멘트(Nm)




: 허브 좌표계 y방향 모멘트(Nm)


: 허브 좌표계 z방향 모멘트(Nm)


 : 1, 2, 3번 블레이드 루트 좌표계 z방향 모멘트(Nm)

 : 특정 작동지점에서의 풍력터빈 출력(W)

m : 회전 관성 질량(kg)

r : 회전 관성 반지름(m)

t : 시간(s)

v : 풍속(m/s)

 : 특정 작동 지점에서의 풍속(m/s)

 : 시동 풍속(m/s)

그리스 문자

 : 알짜 토크[Nm]

 : 회전속도[deg/s]

 : 특정 작동 지점에서의 회전속도[deg/s]

ρ : 공기 밀도[kg/m3]

 : 특정 작동 지점에서의 피치 각도[deg]

 : 요 오차[deg]

 : 1, 2, 3번 블레이드의 방위각[deg]

  : 요 운동속도[d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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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풍력터빈의 제어는 풍력터빈이 풍속이나 풍향 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자동운전이 가능하

도록 구현된다. 풍속이 정격풍속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풍력터빈이 최대 출력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 적용되

며, 이를 위해 제어기는 풍력터빈에 피치 각 지령과 발전기 토크지령을 내려, 블레이드의 피치 각을 우수 피치 

각으로 유지하고 발전기 토크는 발전기 회전속도에 따라서 최대 출력 지점을 추종하도록 한다. 또한 풍속이 정

격 풍속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풍력터빈의 출력을 정격출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제어기는 역시 풍력터빈에 피치 각 지령과 발전기 토크지령을 내려, 발전기 토크를 정격 토크로 유지하고 

블레이드 피치 각도를 제어하여 풍력터빈의 정격 회전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1,2). 

풍향이 변화하여, 풍향과 풍력터빈 방향과의 각도차이 즉 요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풍력터빈 출력 손

실이 크게 발생하고, 풍력터빈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히 요 제어가 수행된다. 풍력터빈의 요 제어는 풍향

계와 요 방향각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 된 요 오차를 입력받아 설계자에 의해 설정된 요 오차 허용범위를 벗어나

는 경우 요 엑츄에이터에 지령을 내려, 나셀을 회전시키는 전략으로 설계된다. 하지만 풍력터빈의 빈번한 요 운

동은 요 시스템의 수명 감소 및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 사용량을 줄이면서 풍향을 추종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이 필요하다 3,4). 

다수의 풍력터빈으로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이와 같은 개별 풍력터빈의 자동운전 제어알고리즘에 기반

하여, 개별 풍력터빈이 자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단지 전체의 발전량이 결정되도록 운영되어왔

다. 하지만 최근 풍력발전단지의 후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5), 상위 풍력발전단지 제어기를 적용하여 개별 

풍력터빈에 적절한 출력지령이나 요 지령을 할당함으로써 후류손실을 저감하여 단지 전체의 발전량을 향상시

키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6-11).

이러한 풍력단지 제어알고리즘이 실제 풍력발전단지에 적용되기 위해서 개별 풍력터빈의 제어기는 풍력발

전단지 제어기로부터 전달되는 출력지령과 요 지령을 추종할 수 있어야 하며, 단지 제어기로부터의 별도의 지

령이 없는 경우 자체적인 출력제어 및 요 제어 전략에 따라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출력지령에 대한 풍력터빈의 추종제어 알고리즘은 문헌상에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으

며, 실제 중형 또는 대형 풍력터빈에 적용하여 실증한 연구결과들이 문헌에 제시되고 있다12-14). 하지만, 요 지령

에 대한 풍력터빈의 추종제어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연구결과가 거의 문헌에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 지령을 이용한 단지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풍력터빈 제어기가 풍력

단지 제어기로부터의 요 지령을 추종할 수 있도록 풍력터빈 요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요 지령 추종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풍력단지 제어기로부터 요 지령이 더 이상 할당되지 않는 경우 원

래의 자동운전 요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어알고리즘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제시한 NREL 5MW 풍력터빈15)을 대상으로 요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MATLAB/Simulin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된 제어기는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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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ed 프로그램에서 외부 제어기로 적용하기 위해 C++코드 기반 DLL (Dynamic Linking Library)파일로 변

환되어 적용되었다. 적절한 요 운동속도를 선정하기 위해 난류 성분이 없는 바람의 시뮬레이션으로 요 운동속

도에 따른 자이로 모멘트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 제어 알고리즘에 요 지령을 추종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정상작동 중에 요 지령이 들어오는 경우를 난류 성분 및 풍향 변화가 있는 동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모사하고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2. 자이로 효과

요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대형 풍력터빈의 나셀 전체를 회전시키려면 로터를 포함하는 나셀의 전체 자중에 

의해 발생하는 회전 관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향은 풍력터빈의 자이로 효과로 알려져 있다16). 

(a) (b)

Fig. 1 Gyroscopic effect of wind turbine (a) tower top coordination (b) vector diagram

Fig. 1은 풍력터빈에 발생하는 자이로 효과를 보여준다. Fig. 1(a)은 타워 상부 좌표계에서 요 운동을 나타내

며 Fig. 1(b)은 Fig. 1(a)에서 나타나는 각 운동량 및 자이로 모멘트의 벡터 관계를 보여준다. 식(1)은 Fig. 1(a)의 

원점에서 회전 시스템에 대한 뉴턴 운동방정식을 나타낸다1). 식(2)은 식(1)의 각 운동량을 나타내며 관성모멘

트 및 회전속도로 표현된다1). 자이로 모멘트는 식(1)과 같이 시스템에 발생된 각 운동량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

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Fig. 1(b)의 관계에 의해 로터가 x축에 대하여 회전하고 있을 때 z축에 대하여    

속도의 회전 운동을 시키면 y축 방향으로 자이로 모멘트 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로터가 x축에 대하여 

회전하고 있을 때 y축에 대하여 회전 토크 을 가하면 나셀은 z축 방향으로  의 속도로 회전하게 된

다. 이 때 자이로 모멘트의 방향은 로터 회전축의 접선방향이므로 벡터의 외적 관계에 의해 요 운동속도와 비례

하여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풍력터빈이 회전하는 동안에 요 운동을 하게 되면 자이로 모멘트에 

해당되는 타워 상부 틸팅 모멘트가 발생되고 반대로 풍력터빈이 회전하는 동안에 타워의 전후방향 모멘트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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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면 타워 상부 요 모멘트를 발생시키게 된다. 

   



(1)

    (2)

식(3)은 이러한 자이로 모멘트를 식(1), (2)의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며, 식(4)은 식(3)에 대입되는 풍

력터빈의 로터, 발전기, 허브, 메인 샤프트가 모두 포함된 관성모멘트를 나타낸다1). 

    × (3)

   

     (4)

Fig. 2는 요 운동속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중 출력과 관련된 풍력터빈의 상태들을 보여준다. 

Fig. 2 Simulation result of power related wind turbine states under different yaw rat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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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s의 난류 성분이 없는 바람에 대하여 두 번의 풍향 변화가 있는 조건으로 약 230초간 시뮬레이션 되었

으며, 요 오차, 요 운동속도, 로터 회전속도, 피치 각, 출력을 나타내었다. 요 제어를 하지 않는 경우 감소된 풍속

으로 회전속도를 회복하기 위해 피치 각을 적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 운동속도가 0 deg/s에서 3 

deg/s로 점점 커질수록 Fig. 2의 요 오차가 0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아, 요 운동속도가 빠를수록 요 오차를 빠

르게 줄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지 풍향 추종 성능만을 위해서 요 운동속도를 빠르게 할 수는 없다

는 것을 Fig. 3에 제시된 풍력터빈 블레이드, 타워, 허브에서의 모멘트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Fig. 3 Simulation result of load related wind turbine states under different yaw rate situations






 cos cos cos

sin sin sin















(5)

Fig. 3은 요 운동속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중 기계적 하중과 관련된 상태들을 보여준다. Fig. 2와 같은 시

뮬레이션이며, 블레이드 루트 부에서의 xy, z 방향 모멘트, 타워 상부에서의 xy, z 방향 모멘트, 허브에서 y, z 방

향 모멘트를 나타내었다. Fig. 1(a)을 통하여 요 운동속도가 타워 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좌표계 중심이 Fig. 1(a)의 O점이 아니라 A점에 해당하는 허브 좌표계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타워와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각각의 블레이드에도 Fig. 1(b)의 자이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블레이드가 받게 되는 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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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타워의 경우와의 다른 점은 식(5)과 같이 블레이드 회전좌표계와 허브 고정좌표계 간에는 세 블레이드

의 회전 방위각에 의한 변환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1). 결과적으로, 요 운동속도는 고정되어 있는 타워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블레이드의 기계적 하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 3의 30초 부근 및 130초 부근에서 알 수 있듯이, 요 운동속도에 비례하여 모든 하중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이로 효과로 인해 단순하게 요 오차를 줄이는 목적으로 요 운동속도를 크게 가져갈 수는 없으며, 

적절히 요 운동속도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에서 요 운동속도가 약 0.3°/s와 같이 아주 작은 

값으로 요 운동을 수행하는 경우, 하중 증가 현상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요 제어

에 의한 운동속도를 0.3°/s 으로 제한하였다. 

3. 제어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블레이드 피치 각과 발전기 토크의 제어는 기본 피치 PI 및 토크 스케줄에 의한 기본 제어 알고리

즘이 적용되었으며1), 현장 시험을 통해 선행 연구된 요 제어기4)에 단지 요 지령을 추종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추

가적으로 설계되었다. 선행 연구4)에서 요 제어 알고리즘은 요 운동 횟수 측면에서 MAF (Moving Average 

Filter) 방식보다 NREL 방식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풍력단지 요 지령 

추종제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하므로 자동 요 제어 

알고리즘은 MAF 방식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회전하는 풍력터빈 로터가 만드는 회전면적 A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바람이 갖는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블레이드의 공력 성능에 의해 결정되는 출력 계수와 나셀 요 오차에 의해 발생하는 

풍속의 감소를 고려하게 되면 풍력터빈의 출력파워는 식(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식(7)의 출력계수 

는 

특정 작동점


 에 대하여 블레이드 성능에 따라 비선형함수로 주어진다. 또한 풍향변화에 의해 발생하

는 요 오차를 고려한다면 풍력터빈에 작용하는 풍속은 코사인 성분으로 분해되어 이론적으로 식(7)과 같이

cos의 출력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험적으로는 약 cos의 출력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3). 

 



 (6)

 







 
cos (7)

따라서 풍력터빈의 요 오차로 발생하는 출력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피치 각과 토크의 제어 알고리즘뿐

만 아니라 해당 알고리즘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요 제어 알고리즘이 설계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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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ig. 4는 전체적인 요 제어 알고리즘의 예시를 보여주며, MATLAB/Simulink에서 제공하는 블록을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요 제어 알고리즘은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다. 

Fig. 4(a)는 풍력터빈의 전반적인 요 제어 블록선도를 나타내며, Fig. 4(b)는 실제 요 액츄에이터로 입력되는 요 

지령을 계산하는 부분으로서 정상 작동 중에 다양한 요 운영 모드에 대응하여 요 지령의 계산을 수행한다. 이러

한 Fig. 4의 요 제어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을 확대하여 Fig. 5, Fig. 6 그리고 Fig. 7에 나

타내었다.

Fig. 4 Example of yaw control algorithm for wind turbine (a) yaw control (b) command calculation

Fig. 5는 Fig. 4(a)를 확대하여, 요 운영 모드의 순서도와 함께 나타낸 그림이다. Fig. 5(a)는 풍력터빈 요 제어 

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순서도를 나타내며, 풍력터빈의 운영제어의 측면에서 풍력터빈의 점검 및 초기화 모드 

이 후 요 시스템에 대한 운영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요 운영 모드는 수동 모드, 단지 요 지

령 모드, 자동 모드로 나뉜다. 수동 모드는 풍력터빈 운영자에 의해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중인 상황에서 유지보수, 점검 등의 이유로 직접 요 운동을 조

작하는 모드이다. 단지 요 지령 모드는 단지 제어기의 요 지령에 의해 풍력터빈이 특정 방향으로 조향되는 모드

이며, 단지 요 지령 각도와 요 지령 모드의 on / off 상태를 입력받아 요 지령에 대한 추종제어가 수행된다. 또한, 

자동 모드는 자체적으로 요 오차를 줄이기 위한 요 운동이 수행되는 모드이다. 이 때 요 수동 모드와 요 지령 모

드가 사용되지 않으면서 풍속이 시동 풍속 보다 작은 경우에는 풍력터빈이 전력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운동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요 자동 모드에서는 나셀 풍속계에서 측정된 풍속이 시동 풍속보다 커

야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매 제어 샘플링 시간마다 순차적으로 요 수동모드 진행여부가 판별되고 나면 단지 요 

지령 모드, 자동 모드의 진행여부가 판별되며, 어떠한 조건도 해당되지 않으면 요 운동은 수행되지 않는다. Fig. 

5(a)의 순서도에 의해 요 모드가 결정되고 나면 요 제어기에서 풍향과 나셀 방향각 정보로 계산된 요 오차 값과 

하달된 요 지령 값에 의해 다음 요 운동 상태를 계산한다. Fig. 5(b)는 Fig. 4(a)의 상세도를 나타낸다. Fig. 5(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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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도를 MATLAB/Simulink의 조건문 블록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요 오차의 연산과 자동 요 제어 알고리

즘 및 요 활성화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a) (b)

Fig. 5 Yaw control mode (a) flow chart (b) application of flow chart

Fig. 6은 Fig. 5(b)에서 자동 요 제어 알고리즘 및 요 활성화 알고리즘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Fig. 6의 요 제어 

알고리즘에서 요 오차를 입력 받지만, 측정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바람의 난류 성분 때문에 요 운동 횟수

를 줄여야하는 목적에서 부적절하다. 따라서 저역통과 필터 및 이동평균 필터를 사용하여 피드백 받은 요 오차 

신호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 사용된 저역통과 필터는 차수가 1차이며, 시상수가 1초인 필터를 사용하였다3). 이

동평균의 시간은 1분으로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요 오차의 허용범위는 8°로 선정하여 평균된 요 오차 신호

가 8°가 넘는 경우에만 요 제어가 수행된다.

Fig. 6 Flow chart of automatic active yaw control

본 연구에서 요 운동 횟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데드 존 및 요 활성화 알고리즘이 이용되었다. 데드 존은 

MATLAB/Simulink에서 블록의 형태로 0을 기준으로 하여 입력 값에 따라 양, 음의 지정된 영역에서 ‘0’ 값을 

출력시키는 기능을 지원한다. 요 활성화 알고리즘의 경우 요가 사용된 상태를 판별하여 요 운동이 한 번 일어난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3, 202174

후에는 특정 시간이 카운팅되기 까지 요 운동이 수행되지 않도록 구현되었으며, 카운팅 시간은 1분 단위로 적용

되었다. 제어 샘플링 시간은 0.01초가 적용되었으므로 한 번 요 운동이 수행된 후에는 6000 스텝의 카운팅이 수

행될 동안 요 운동은 수행되지 않게 된다. 

Fig. 7 Yaw command calculation in yaw control algorithm 

Fig. 7은 Fig. 4(b)를 확대한 그림을 나타낸다. Fig. 4(a)에서 계산된 요 지령 값과 이전 제어 스텝의 요 지령 값, 

그리고 이산 영역에서의 미적분 관계를 이용하여 정상 작동 중에 어떠한 모드변환이 있더라도 자연스러운 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요 운동 속도(yaw rate)와 요 각(yaw set-point)에 대한 지령이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출력

된다. 이 때, 요 운동속도와 요 각 지령에는 2장에서 분석한 하중 발생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된 제한 범위가 적용

되었다. 

최종적으로 설계된 제어기는 MATLAB 프로그램의 Code Gene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C 코드 형태로 변환

하게 되며, 헤더 파일의 형태로 PLC (Programmerble Logic Controller) 등에서 불러와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설계된 제어기를 Bladed 프로그램에서 외부제어기로 사용하기 위해 DLL (Dynamic Linking Library) 

파일로 변환하여 적용되었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요 모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Blade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적 시뮬레이션을 1000

초간 수행하였다. 바람 조건은 12 m/s의 Kaimal 난류 스펙트럼에 의해 형성된 바람 장을 이용하여 약 20%의 난

류강도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바람 조건은 서론에서 소개되었던 제어 전략이 달라지는 정격 풍속 구간으로서, 

풍속이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의 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 제어 알고리즘의 추종 성능을 쉽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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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주 풍향이 0°에서 –35°로 변하는 상황이 시뮬레이션 되었다. 난류바람조건에서, 단지 요 지령 변화

에 따라 풍력터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의 요 오차를 발생시키는 단지 제어 지령이 하달된 

요 제어기(Steering 1)와 10°의 요 오차를 발생시키는 단지 제어 지령이 하달된 요 제어기(Steering 2), 그리고 단

순 요 자동제어기(No steering)가 비교 되었다. 

Fig. 8은 시뮬레이션 결과의 요 제어와 관련된 상태들을 보여주며, 풍향, 나셀 방향각, 요 오차, 단지 요 지령 모

드, 요 지령 각도 값, 요 운동 속도의 상태를 나타내었다. 정상 작동 중에 단지 제어기로부터 요 지령이 하달된 상

황 및 단지 요 지령을 추종하다가 다시 정상 작동으로 복귀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본 시

뮬레이션에서는 150초에서 350초 사이 및 800초 이후, 두 번의 단지 요 제어 지령이 하달되었다. 150초에서 단지 

요 지령이 하달되자, Steering 1제어기와 Steering 2제어기가 각자 목표로 하는 요 지령(20°, 10°)을 추종하기 위

해 제어되고 있는 것을 Fig. 8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50초 이후에 단지 요 지령이 중단되자, 추종 중이던 요 

지점에서 다시 요 자동제어모드로 복귀되어 주 풍향 변화에 대해 요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제어가 수행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동 요 제어 중에 800부근에서 두 번째 단지 요 지령이 하달되었으며, Steering 1제어기와 

Steering 2제어기는 각자 목표로 하는 요 지령(20°, 10°)을 추종하기 위해 제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Simulation result of yaw related wind turbine states for yaw s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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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출력 제어와 관련된 상태들을 보여주며, 풍속, 회전속도, 블레이드 피치 각, 발전기 

토크, 발전기 출력을 나타내었다. Fig. 9을 통하여 단지 요 지령을 추종함에 따라서 출력제어와 관련된 상태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150초에서 350초 사이 및 800초 이후 구간에서는 단지제어기의 요 

지령을 추종함에 따라서 발생한 요 오차로 인하여 풍력터빈의 회전속도와 출력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800초 이후 구간에서의 정격 이상인 부근에서는 출력제어에 의해 블레이드 피치 각을 적게 사용하여 회전

속도와 출력 저하 현상을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으며, 요 오차 발생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정격 및 정격 이하 풍

속 구간에서 주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회전속도와 출력 저하 현상은 요 지령 추종제어를 수행하지 않는 600

초 부근에서도 다소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간 평균된 요 오차를 입력으로 받아 요 지령을 계산하는 요 제어 알고

리즘에서 유래된 것이다. 하달된 요 지령(20°, 10°)에 의해 제어기에 입력되는 요 오차 평균값은 각 제어기 마다 

다르게 되고, 이에 따라 요 운동 정도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Fig. 8의 요 운동 속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9 Simulation result of power related wind turbine states for yaw steering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지 제어기로부터의 요 지령을 추종하기 위한 요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

해 설계된 요 제어 알고리즘의 추종 성능을 검증하였다. NREL 5MW 풍력터빈을 대상 풍력터빈으로 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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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운영제어 알고리즘과, 출력제어를 위한 토크 및 피치제어 알고리즘, 그리고 문헌에 제시된 이동평균필

터를 적용한 요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요 지령 추종제어 알고리즘은 풍력

발전단지 제어 알고리즘과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작동될 수 있도록 요 운영모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

여 적용하였다.

단지 요 지령 모드의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제어알고리즘은 외부 제어기인 DLL 파일로 구현되어, 

Bladed 프로그램으로, 단지 제어기로부터 요 지령을 하달 받은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요 지령 

제어를 수행한 Steering 1, Steering 2 제어기 모두 정상 작동 중에 단지 제어기로부터 오는 요 제어 지령(20°, 

10°)을 과도현상이나 진동과 같은 문제없이 추종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요 지령 제어가 중단된 이후에는 자동 

요 제어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풍력단지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요 지령 추종제어 알고리즘의 추종 성능 및 적용 가능성은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요 지령 추종제어 알고리즘은 단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내 풍력터빈 모델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단지 제어 알고리즘 검증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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