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최근에 설치되는 해상 풍력발전 시스템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수 단위로 대용량화 되어가고 있으며 운MW

송 설치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무게, ,

와 부피는 해상 풍력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또한 계통 규정을 만족하기 위한 전력변. ,

환 장치의 출력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대용량 전력변환 장치의 출력 품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상의 멀티레벨 인버터가2 level

사용되어야 하며 고차 필터를 사용하여 출력 전류의 고,

조파를 충분히 감소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의 전류 고조파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 필터를 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인버터보다2 level

출력의 가 높은THD(Total Harmonic Distortion) 3

인버터를 이용하level NPC(Neutral Point Clamped)

였으며 출력 필터는 필터에 비하여 고조파 감쇠 능력L

이 뛰어나고 필터의 부피가 작은 필터를 설계하였LCL

다 마지막으로 설계된 필터를 를 이용. Matlab/Simulink

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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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필터 설계의 기본 요소2.

시스템의 구성2.1

그림 에 풍력발전 시스템에서 계통 연계 단의 구성1

도를 나타내었다 계통 연계 인버터는 인. 3 level-NPC

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통 필터는 전원과 변압기를

통하여 연결되어진다 출력 필터는 인버터 측 인덕터.

( 와 커패시터) ( 댐핑 저항), ( 및 계통 측 인덕)

터(  로 구성된다 계통 측 인덕터) . ( 는 출력 필)

터의 와 변압기의 누설인덕턴스(  의 합으로 구)

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원 측을 변압기의 저압 측으로.

환산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변압기를 누설 인덕턴스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값을 값으로 나타내었으p.u.

며 표 에는 시스템의 기본 파라메터를 나타내었다1 .

그림 계통 연계 인버터 시스템의 구성도1. NPC

해상 풍력 발전용 계통 연계 인버터의 출력 필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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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utput filter design for high power grid-connected inverter of offshore wind-turbine has many limitations such as low

switching frequency, allowable DC-voltage, and the component volume and weight. In addition, the injected harmonic current

into the grid is constrained by various grid connection requirements. In this paper, an output filter is designed to meet

the BDEW harmonic currents limits and the IEEE 519-1992 requirements. The performance of the output filter is validated by

extensive simulations using Matlab/Simu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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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Rated Power () 7 [MW]

Line to Line Grid Voltage () 3300 [V]

Grid Frequency ( ) 60 [Hz]

Base Voltage ( ) 1905 [V]

Base Current ( ) 1225 [A]

Base Impedance ( ) 1.556 [ ]Ω

표 시스템 파라메터1.

고조파 제한 규정2.2

계통과 접속되는 풍력발전 시스템은 계통의 고조파 규

정을 만족해야한다 풍력발전 시스템에서 계통에 주입하.

는 전류는 높은 스위칭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고

조파가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고조파는 연계된 계통에 안.

정도를 감소시키며 연계된 다른 장비의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와 독일. IEEE Std. 519-1992

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에 대한 규정인 의BDEW

전류 고조파 제한을 비교 분석하였다.

IEEE Std. 519-1992 - IEEE Recommended①

Practices and Requirements for Harmonic Control

in Electrical Power System [1]

표 전류 고조파 제한 규정2 . IEEE Std. 519-1992

· TDD(Total Demand Distortion) =

∑  

·  이전 달의 월간 최대 부하전류의 평균 값: 12

·  단락 전류: ,  각 차수별 고조파 전류:

표 는 의 전류 고조파 규정을2 IEEE Std. 519-1992

나타낸다 이 규정의 경우 접속되는 계통의 전압 레벨에.

따라 그 적용 규정이 달라지며   
 인 가장 가

혹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또한 홀수차수 고조파와 짝수차.

수 고조파를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BDEW - Generating Plants Connected to the②

Medium-Voltage Network _ Guideline for

generating plants connection to and parallel

operation with the medium-voltage network [2]

규정은 연계된 계통의 전압 레벨과 계통의 단BDEW

락 용량에 따라 고조파 전류 제한치가 달라진다 본 논문.

에서는 가상의 계통을 가정하여 연계된 계통의 용량이

으로 규정을20[MVA], SCR(Short Circuit Ratio) 20

적용하였다.

각 차수별 고조파 제한치  은 표 의 계수와 계통3

의 단락용량( 을 식 에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1 .

    × (1)

규정과 같이 홀수차수 고조파와 짝수IEEE Std. 519

차수 고조파를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의 고조파 스펙트럼에 두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5

나타내었다.

표 전류 고조파 제한 규정3 . BDEW

· 1) odd-number
· 2)Integral and non-integral within a range of 200Hz
· : inter-harmonicsμ

출력 필터의 모델링2.3

그림 출력 필터의 단상 등가회로2.

그림 는 출력 필터의 단상 등가 모델을 나타낸다 기2 .

본적으로 단상 등가회로 모델의 입력은 인버터 전압 전,

류 출력은 계통 전압 전류이지만 필터의 모델링 관점에,

서 입력은 인버터 전압과 계통 전압이며 출력은 인버터

전류와 계통 전류이다 필터의 상태 공간 모델을 이용하.



여 인버터 전압과 계통 전류에 관한 필터의 어드미턴스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 [3]
 ,  는 각 인덕터의 기생성분으로 전달함수의 모

양이나 감쇠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제하고 분석하였

다.

식 를 보면 출력 필터의 전달함수는 어드미턴스의(2)

형태로서 원점에 극점과 공진 극점을 갖으며 한 개의 영

점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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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뮬레이션 모델2.4

그림 시뮬레이션 모델3. Matlab/Simulink

계통 연계 인버터와 출력 필터 계통을 그림 과 같이, 3

시뮬레이션으로 구성하였다.

출력 필터의 커패시터는 결선을 통하여 연결되며Y Y

결선의 중성점은 그림 과 같이 높은 저항에 의하여 접3

지하였다 또한 제어 시스템은 스위칭 주파수 주기에. 1 2

번 샘플링 하는 디지털 제어기로 설계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설계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가정하였

다.

인버터의 는 변동 및 불평형의 문제· NPC DC-Link

가 없다.

계통은 이상적인 전압원이다· .

스위칭 소자는 이상적이다· .

변압기는 누설 인덕턴스로 필터의 계통 측 임피던·

스와 직렬 합성 하였다.

출력 필터의 설계3.

출력 필터 설계 절차3.1

그림 출력 필터 설계 절차4.

대용량의 계통 연계 인버터의 출력 필터를 설계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설계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

다. [3][6] 본 논문에서는 참고 문헌 의 설계 방법을[3]

참고하여 그림 와 같은 설계 절차를 구성하였다 설계4 .

절차는 아래의 중요한 절차에 기초된다.

계통 연계 인버터의 출력 필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①

인버터의 사양 및 연계단의 계통 사양 또한 중요한 파라

메터이다 따라서 제시된 몇 가지 정보를 아는 것이 필터.

설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는VVHS(Virtual Voltage Harmonic Spectrum)②

시스템이 동작하는 범위 내에 에서 인worst-condition

버터가 출력하는 전압의 고조파 스펙트럼을 말하며 출력

필터에 요구되는 고조파의 감쇠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

된다. [3][6] 이에 대해서는 절에 설명하였다3.2 .

계통 필터의 공진주파수는 필터의 고조파 감쇠정도③

와 필터의 부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진주파수.

가 낮을수록 필터의 고조파 감쇠정도는 좋아지나 전체

부피는 커지게 된다 또한 공진주파수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대용량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계통의 고조파 전류 규정은 필터를 설계하는 기본적④

인 목적으로서 매번 필터의 중요한 파라메터를 결정할

때 시간응답 분석을 통하여 출력된 전류와 고조파 전류

규정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인버터 전압 고조파 스펙트럼3.2

인버터의 전압 고조파 스펙트럼은 필터가 어느 정도의

감쇠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서 사용

되어 진다 인버터의 전압 고조파 스펙트럼 는 인. VVHS

버터가 동작하는 전 범위에서 필터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에서 인버터가 출력하는 전압의 고worst-case

조파 스펙트럼이다 는 인버터의. VVHS topology, PWM

방식 및 전압 변조 지수 에 의해MI(Modulation Index)

달라진다 참고 문헌 에서는. [3] VVHS(Virtual Voltage

을 이용한Harmonic Spectrum) 출력 필터 설계를 제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대 출력 에서 역률이. 7[MVA]

까지 변할 때(-)0.9~(+)0.9 , SVPWM (Space

을 이용하여Vector Pulse Width Modulation) VVHS

를 구하였다. [3][6]

그림 는 와 고조파 전류 규정을 같이 나타내었5 VVHS

다 를 이용하여 구한 고조파의 크기와 전류 고조. VVHS

파 규정의 수치를 이용하여 규정을 만족하기 위한 최소

의 고조파 감쇠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절에서 이, 3.4

를 이용하여 필터의 공진주파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와5 . VVHS IEEE Std. 519-1992,

전류 고조파 규정BDEW

인버터 측 인덕터의 설계3.3

대용량의 전력변환 장치의 사양은 사용할 수 있는 스위

칭 소자에 기초하며 인버터 전류는 스위칭 소자의 정격,

전류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핵심 고조파가 존재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필터의LCL

커패시터 전압은 정현파와 거의 같게 된다 이때 인버터.

측 전류 리플의 크기는 인버터 측 인덕터에 의해 결정된

다 또한 인버터 측 인덕터는 고주파수 성분을 견뎌내야. ,

하기 때문에 계통 측 인덕터에 비하여 값이 비싸다 따라.

서 계통 측 인덕터는 스위칭 소자의 전류 정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최소값으로 설계된다. [3]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인버터의 방식에서NPC SVPWM

전류 리플의 최대값은 영 벡터의 인가시간이 이고‘0’

다른 두 벡터의 인가시간이 같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인덕

터 양단에 를 적용하면 식 와average volt-second (5)

같이 인덕터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3] 식 를 이(5)

용하여 값으로p.u.  , max ,  

일 때 의 최소값은 이0.0884 p.u. ( 365[ H])μ≃
다.

min ∙max∙


(5)

   (6)

그림 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인버터가 동작하는 전6

범위 최대 출력 역률 에서 인버터( 7[MVA], ±0.9, 1)

측 전류의 리플을 분석한 것이다 인버터의 전류 리플은.

식 과 같이 출력된 인버터 전류에 기본파 전류를 빼(6)

주어 구하였다. [7] 그림 에서처럼 인버터 측 인덕터에5

의한 전류 리플의 최대값이 원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인버터 측 전류 리플6.

출력( 7[MVA], = 0.0884 p.u., = 9 p.u.,   = 1, =0.05)ζ

출력 필터의 공진주파수3.4

위에서 설명하였듯 고차 필터에서는 공진 극점이 존재

한다 외란에 의해 필터의 공진주파수 부근의 고조파가.

발생하게 되면 출력 되는 고조파가 감쇠되지 않고 오히

려 증폭되게 된다 따라서 필터의 공진주파수는 스위칭.

주파수 보다 매우 낮게 혹은 제어시스템의 대역폭 보다

매우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계통 연계 인버터의 출력 필터 설계 방법에서는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 필터의 공진주파수를 sideband

고조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혹은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어 대역폭보다 충분히 높

은 범위에 설정하였다. [4][5]

하지만 고전압의 대용량 시스템에서는 사용가능한 스위

칭 소자의 스위칭 주파수가 낮아 고조파가 영sideband



향을 미치지 않는 주파수 대역에 필터의 공진주파수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필터.

의 공진주파수는 필터의 고조파 감쇠정도에 의하여 선택

되게 된다. [3]

그림 공진주파수에 따른 필터 어드미턴스의 주파수 응답과7.

고조파 규정에 의한 최소 어드미턴스

(= 0.0884 p.u.,   = 1, =0.05)ζ

그림 은 필터의 공진주파수에 따른 필터의 주파수 응7

답 특성 과 절에서 구한 최소 고조파 감쇠정도를 고3.2

조파 차수별로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전류 고조파 규정을 만족하는 필터의 공진7

주파수는 이하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8 p.u. . 8

은 필터의 공진주파수 와 에서 출력 전류9 p.u. 7 p.u.

( 의 고조파 스펙트럼을 고조파 전류 규정과 비교하)

였다 공진주파수 에서는 부분적으로 고조파 규정. 9 p.u.

을 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에서는 전체 범7 p.u.

위에서 규정을 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공진주파수에 따른 계통 측 전류의 고조파 스펙트럼과8.

전류 고조파 규정의 비교

출력 역률( 7[MVA], 0.9 , =0.0884 p.u.,    = 1, =0.05)ζ

필터의 공진주파수가 결정되면 계통 측 인덕터와 커패

시터의 값을 변동하여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 계통 측.

인덕터의 경우 부분적으로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로 구

성되므로 부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값.

의 변동을 통하여 적합한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계통 측 인덕터 커0.16 p.u. ( 656[ H]),μ≃
패시터의 값은 식 에 의해(3) 2.78 p.u. ( 612[ F])μ≃
으로 설계하였다.

필터의 공진 억제를 위한 댐핑 저항은 값이 클수록 필

터의 공진 최대점은 감소하나 손실 및 필터의 고조파 감

쇠 능력이 저하된다. [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댐핑 계수 를 로 설정하( ) 0.15ζ

여 댐핑 저항을 으로 설계하였다1.2 p.u.( 0.186[ ]) .Ω≃
시뮬레이션 검증4.

Parameter Value
  0.0884 [p.u.]

 0.16 [p.u.]

 2.78 [p.u.]

 1.2 [p.u.]

표 설계된 필터의 파라미터4.

설계된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여 최대 출력 7[MVA]

에서 역률 일 때 각각의 출력을 분석하였다±0.9, 1 .

(a)

(b)

그림 최대 출력에서 역률에 따른 출력 분석9.

역률에 따른 출력 전류와 계통 전압(a)

역률에 따른 출력 전류의 고조파 스펙트럼과 고조파 전류 제한(b)

규정의 비교



그림 는 인버터가 정상상태 일 때 출력 전류를 역률9

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를 보면 설계된 필터는 인버. (b)

터의 전 동작 범위에서 고조파 전류 규정을 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고조파 규정을 비교 검토 하였으며

급 인버터의 출력전압에 포함된7[MVA] NPC PWM

고조파 성분을 차수별로 스펙트럼 분석하여 그리드 코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고조파 필터를 설계했다 설계 시 전.

류 리플로 인한 피크 전류값 제한을 고려하였으며 필터

의 공진주파수가 최적의 값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주어진.

인버터의 동작 운전 범위에서 설계된 출력 필터의 고조

파 특성을 스펙트럼 분석과 시간 축 리플 특성 시뮬레이

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수동 댐핑에 사용되는.

회로 및 소자의 최적화 설계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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