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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전력 시스템에서 풍력 발전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점차 높

아지면서 풍력 발전으로 인한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송배전계통운영자들은 계통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풍력 발전기의 동적 모델링

을 필요로 하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규정화하기 위한 움직,

임들의 일환으로 국제전기위원회에서 표준IEC 61400-27

을 제정 중에 있다.

은 풍력발전기의 일반화된 동적 시뮬레이IEC 61400-27

션 모델 중에서도 전기적인 모델링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

화된 동적모델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풍력터빈이나 풍력단

지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파라미터의 변동만으로도 쉽게

풍력발전을 쉽게 모의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화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풍력발전 시스템 제조사나 풍력발전 시스템

운영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며 전력시스템의

에 근거한 풍력발전 시스템의IEC 61400-27 CD Type 4

전기적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Type 4 Electrical Simulation Model for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according to IEC 61400-27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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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fine the generic simulation model for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s preparing international standards. The generic model speeds up the simulation and decreases the time

for the assessment analysis. This paper introduces the recent CD (Committee Draft) of IEC 61400-27-1. And it is

explained the power control of type 4, which is connected through a full size converter. According to the standard,

simulation model is developed using Matlab/Simulink. Actual 2MW turbine parameters are used for simulation results.

The validation for simulation model will be executed by comparison of the field test. The area of interest is wind

power industry, manufacturer and owner, and T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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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도를 높여주어 궁극적으로는 풍력발전시스템의 보급률

증대에 기술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 정의하는 풍력터빈의 구61400-27-1

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모델에 대해서는. , Type 4A

제어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를 이용Matlab / Simulink

하여 실제 풍력터빈의 일반화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의 구성2. IEC 61400-27 Part 1

일반적인 풍력터빈 모델의 구조2.1

에서는 크게 가지 풍력터빈의 형태를 규IEC 61400-27 4

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풍력터빈의 모델은 그림 의 형1

태를 따른다 그림 에서는 일반화된 풍력터빈의 전기 및. 1

기계 제어신호의 흐름과 구조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규격에.

서 말하는 일반화된 풍력터빈 모델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

면 과 의 기계계와Aerodynamic Mechanical Generator

의 전기System, Electrical Equipment, Grid Protection

계 블록인 제어계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Control . ,

은 주어진 전압에 대하여 전기적인 출력Generator System

을 단순하게 나타내므로 일종의 전류원 형태를 지니게 된다.

최종적으로 풍력터빈 시뮬레이션 모델은 전류의 출력형태를

가지며 전압의 형태를 가진 계통 모델과 연계된다.
[1]~[4]

모델의 구조2.2 Type 4A

에서 규정하는 풍력 터빈의 형태 중 기계계IEC 61400-27

가 제외된 풀컨버터 방식인 는(Full Converter) Type 4A

그림 와 같다 는 그림 의 기본구조에서2 . Type 4A 1

와 이 제외된 그림으로 최종단인Aerodynamic Mechanical

계통의 입장에서 모든 에너지는 컨버터를 통해 전기적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두 블록의 특성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

는다 그림 의 와 는 각각 구조와 시뮬레이션. 2 (a) (b) H/W

블록 구조로 그림과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다.

(a)

(b)

그림 모델의 구조2 Type 4A

일반적인 모델의 구조(a) Type 4A H/W

일반화된 모델의 시뮬레이션 구조(b) Type 4A

그림 1 일반화된 터빈 모델의 운전 구조



그림 일반화된3 Generator System

은 그림 와 같이 유효 및 무효분Generator System 2(b)

전류의 지령을 입력으로 가지며 전류의 형태로 출력하기,

때문에 그림 에서는 발전기와 인버터 전체를 포함한다2(a)

고 할 수 있다 그림 은 으로 최종출력. 3 Generator System

인 인버터에 대해 차 지연요소를 가진 전류원의 형태이다1 .

는 차단기와 변압기 등의 전기장치Electrical Equipment

를 포함한다 은 전압 및 주파수 차단 릴레. Grid Protection

이의 역할로 차단기의 트립신호를 로Electrical Equipment

보낸다 블록은 등의 제어연산을 수행하는 제. Control DSP

어기로써 상위제어기로부터 규정에서는 외부입력 유무효전( )

력 지령을 받는다 또한 현재 전압 및 유무효전력을 피드백.

받아 에 전류지령을 출력한(Feedback) Generator System

다.

모델의 제어2.3 Type 4A

그림 일반화된 터빈 모델의 유효전력 제어4

의 은 크게Type 4A Control P Control, Q Control,

으로 나뉜다 블록에서는Current Limitation . P, Q Control

각각 유효 및 무효전류 지령을 생성하고 Current

에서는 전류의 상한값을 결정한다Limitation .

(1) P Control

그림 는 일반화된 터빈 모델의 유효전력 제어 블록이다4 .

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간략화를 위해 센IEC 61400-27

서 및 제어기를 차 지연의 형태로 모델링하였다 그림 에1 . 4

서는 이러한 차 지연요소를 제외하면 유효분 전류 지령에1

대해 과 같이 나타내었다(1) .

  

or
(1)

그림 일반화된 터빈 모델의 정상 운전 시 무효전력 제어5



이 때, or  는 각각 차 지연요소를1

통과한 후의 유효전력 지령과 풍력 터빈 연계지점의 전압센

싱 값을 나타낸다.

만약 가 발생하면 전류지령을 변화시키지 않기, Grid Fault

위하여 라는 것을 정의하여 값이 변동하지 않Freeze State

도록 정의하였다.

(2) Q Control

에서 정의하는 무효전력제어는 크게 정상IEC 61400-27

운전 시의 무효전력 제어와 사고 시의 무효전력(LV, HV)

제어로 나뉜다 그림 에서는 정상 운전 시 무효전력 제어. 5

에 대한 블록도를 나타내며 강조되어 있는 일종의 모드 선

택 플래그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운전 모드를 설정할 수 있

다 운전 모드는 총 개의 모드로 나누어지며 표 에서 플. 5 , 1

래그에 따른 각각의 모드를 나타내었다 이 때 는 돈케어. , X

상태를 나타낸다 개의 운전모드(Don't Care Condition) . 5

는 크게 제어기를 통과하는 과PI Slow Control Open-loop

로 차 지연요소만을 포함하는 로 나뉜다1 Fast Control .

의 경우는 과 마찬가지 형태이며Fast Control P Control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2) . ,  는 각각 1

차 지연요소를 통과한 후의 무효전력 지령을 나타낸다.

의 경우는 과 같이 무효전력을 제어하는Slow Control (3)

경우와 와 같이 전압을 제어하는 경우로 나뉜다(4) .

  

 
(2)

 

 ·  
    (3)

  

 ·  
    (4)

표 플래그에 따른 정상 운전 시 무효전력 제어 모드1

MWTTpf MWTTu MWTTqol Description

0 0 0
Q ref. PI Feedback

Control

0 X 1
Q ref. Open-loop

Control

X 1 0
V ref. PI Feedback

Control

1 0 0
Power Factor PI

Feedback Control

1 X 1
Power Factor

Open-loop Control

그림 일반화된 터빈 모델의 전원 사고 시 무효전력 제어6

표 모드에 따른 사고 시 전략별 무효전류 출력 전략2 FRT

모드

(FFRT)
전략 1 전략 2 전략 3

0   

1       

2       

그림 에서는 사고 시 무효전력 제어에 대한 블록도를 나6

타내며 블록에서 무효분 전류의 출력모드를FRT Detect

결정하게 된다 는 연계지점의 전압으로 플래그. FRT Detect

를 바꾸며 정상운전인 과 혹은 인 계통사고 시인0 , LV HV

플래그 사고 후를 나타내는 플래그 로 동작한다1, 2 .

에서는 플래그에 따라 전류의 출력만을 바꾸IQFRT Mode

게 되며 전략에 따라 플래그별 출력 전류가 결정된다 표, . 2

에서는 규정에서 정의한 각각의 전략별 무효전류 출력값을

나타낸다.

이 때, 는 정상 운전 시 무효분 전류이며, 는 사고

전압에 비례해서 출력되는 무효분 전류 출력이다 예컨대. ,

독일의 전력회사 에서는 의 를 가지고E-on 10% Dead Band

의 저전압시에 정격전류의 무효분 전류를 출력50% 10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계통 사고 후인 FFRT가 2

일 때에만 적용되는 전류로 시뮬레이션 사용자에 의해 정

의된다.

(3) Current Limitation

만약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풍력터빈은 출력을 유지

하기 위해 전압의 변화량에 반비례하여 전류지령을 변화시

킬 것이다 그러나 발전기와 인버터에는 전류의 제한값이.

존재하므로 규정에서는 별도의 모델로 지정하여 전류의 출

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 출력은. ,  , 이며,

에서 사용된다 무효전력 제어블록과 마Generator System .

찬가지로 에서도 정상운전 시와 전원 사Current Limitation

고 시 모드로 제어전략이 분류된다.



(a)

(b)

(c)

그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블록7 Control

블록(a) P Control

블록(b) Q Control

블록(c) Current Limitation

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3

Description Parameter Description Parameter

dimax [pu] 99 KP,Q 0

dimin [pu] -99 KI,Q 1

Tg [s] 0.005 KP,V 1

dPmax [pu] 99 KI,V 10

Pmax [pu] 1.1 udb1 [pu] 1.1

TP,ord [s] 0.01 udb2 [pu] 0.9

Tu,filt [s] 0.01 TPost [s] 0.5

(a)

(b)

(c)

(d)

그림 시뮬레이션 결과8 LV

시의 전압(a) LV

시의 유효전류 지령과 출력(b) LV

시의 무효전류 지령과 출력(c) LV

에 따른 플래그(d) LV FRT

를 이용한 시뮬레이션3. Matlab/Simulink

규정에서 제시하는 블록들을 구현하기 위해

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Matlab/Simulink .



림 은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블록들이다7 Control .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사용된 파라미터는 표 과 같다3 .

에서 약 에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에2[s] 80[%] LV 2.2[s]

서 회복하도록 하고 변화를 관찰하였다.[5]~[6]

그림 은 구현된 시뮬레이션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8 .

와 같이 에서 가 발생하면 그림 와 같이 유8(a) 2[s] LV 8(b)

효분 전류는 전압에 반비례하여 지령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출력제한 때문에 실제로 출력되는 전류는 제한되게

된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시에 무효분전류에 우선순위를. LV

두므로 그림 에서와 같이 무효분 전류출력을 한 나머8(c)

지만을 유효분 전류로 출력한다 그림 는 에 따른. 8(d) LV

플래그로 에서는 플래그 그 후FRT 2~2.2[s] 1, Tpost의 설

정값에 따라 의 플래그 상태가 지속되었다500[ms] 2 .

결론4.

는 풍력발전기의 전기적인 모델링에 관한IEC 61400-27

규정으로 파라미터의 변동만으로도 쉽게 풍력 발전을 모의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규정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모.

델을 분석하고 를 이용하여 실제 일반화된Matlab/Simulink

타입의 풍력터빈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시4A .

뮬레이션 결과는 시 풍력터빈의 전류 및 동작 특성을LV

보여준다.

향후 시뮬레이션의 검증을 위해 실제 운전중인 풍력터빈

의 출력특성과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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