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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풍력발전 설치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통으로 풍력에너지
의 침투가 증가하여 풍력발전이 계통에 미치는 연향에 대한 연구의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EC)에서는 전력시스템 안정도 연구에
적합한 풍력발전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규정 IEC 61400-27을 제정 하
였고 추가로 Ed2 버전을 제작중이 있다. Ed2 버전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의 제어 및 통신모델과 전력 수집 시스템 모델이 추가되어 기존의 풍력
터빈 모델과 전력 장치와 연결하여 풍력 발전 단지 모델 구조를 제시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 추가된 풍력발전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풍력 발전 단지 제어 및 통신 모델의 입출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
다.

1. 서    론

전력시스템에서의 풍력에너지 침투의 증가는 송전시스템 운영자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 TSO)와 배전시스템 운영자
(Distribution System Operators : DSO)가 전력시스템 안정성 연구를
위해 풍력 발전의 동적 모델을 사용해야함을 의미한다.
풍력 터빈 제조업체가 개발한 모델은 높은 수준의 세부 사항으로 기계
의 동작을 재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수준은 풍력 발전 단지가 많은
대규모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첫째로 높은 수
준의 세부 사항으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고 연산 시간이 크게 늘어나
고, 두 번째로 상세한 제조업체 고유 모델을 사용하려면 개별 풍력 터빈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상당한 양의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IEC 61400-27은 풍력 발전의 표준화된 동적-전기적 시뮬레이션 모델
에 관한 규정이다. IEC 61400-27-1 에서는 풍력 터빈 및 풍력발전단지
에 대한 모델을 소개하고 IEC 61400-27-2에서는 검증 과정에 대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최근 IEC 61400-27-1 에 대한 두 번째 버전이 개정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풍력 발전 단지(WP : Wind Power Plant)의 제
어 및 통신모델이 추가 되었으며 기존의 풍력 터빈 모델과 전력 장치
(Power Device : PD) 연결되어 풍력 발전 단지 모델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 추가된 풍력발전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풍력 발전
단지 제어 및 통신 모델의 입출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2. 본    론

  2.1 IEC 61400-27 개요
이 표준의 목적은 전력 시스템 안정성 연구에 적용 할 수 있는 일반
적인 동적 모델을 명시하는 것이다. 안정성 용어 및 정의에 관한
IEEE/CIGRE 합동 테스크 포스는 전력시스템 안정성을 분류했다.
IEC 61400-27에 제시된 풍력터빈 모델은 회적자 위상각, 주파수, 대/소
규모 외란에 전압의 단기간 안정도 연구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이 모델을 통해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단락사고나 발전 손실
등의 모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요소들의 모의가 가능하도록 풍력터빈 모
델은 충분한 상세도를 가지면서 대규모 전력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도
록 최대한 간략화 되어 제시되었다.

 
  2.2 풍력 발전 단지 모델
IEC 61400-27-1 의 Ed1 버전에서는 WT 모델, Grid 모델 및 WP 모
델 간의 일반적인 동적 시뮬레이션 인터페이스를 그림1에서와 같이 나
타내고 있다. WT 과 그리드 블록에 대한 상세한 구조와 설명을 기존
IEC 규정에 설명이 돼있다[1], [2]. 이 접속 관계를 보면 WT 모델에서
는 그리드 전압을 입력으로 받아 출력으로 그리드 전류를 내보낸다.

WT은 일반적으로 WP의 컨트롤러 또는 원격제어장치를 이용하여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을 통해 기준값을
받을 수 있다.

<그림1> - WT 모델, Grid 모델 및 WP 모델 사이의 인터페이스.

WP 모델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1에 제시 되었다. 전력 수집 시스템
모델은 그리드 모델의 일부로 구현된다. 전력 장치에는 WT 모델 또는
PD모델은 전력 수집 시스템(Power Collection System) 모델에 연결된
다. 각 전력 장치 모델은 WP 제어 시스템 모델과 그리드 측정 모델의
측정 신호 (전압, 전류, 주파수)로부터 기준값을 수신 할 수 있다.

<그림2> - WP(Wind Power Plant) 모델의 모듈 구조. 

WP 모델은 단락과 같은 그리드 모델의 이벤트 또는 온라인 참조 값의
변경으로 인해 excited 될 수 있다. WP 모델은 WP의 접점(Point Of
Connection : POC)에서 그리드와 상호 작용한다. WP 모델은 WT 모델
에 기준값을 제공하고 WT 터미널에서 WT 모델과 상호 작용한다. WP
모델은 온라인 참조 값을 수신 할 수 있으며 WP 유형, WP 제조업체
및 작동 모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온라인 기준값 집합이 다르다. 다음
기준값은 일반 WP 모델에서 고려된다 :
- 유효 전력 기준값.
- 무효 전력 기준값.
- 역률 값.
- 전압 기준값.

WP 전력 수집 시스템 모델(Power collection system)은 그리드 모델
의 일부로 구현된다. 그것은 주요 그리드 구성 요소, 즉 변압기, 케이블
및 가공선에 대한 표준 모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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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0 reactive power reference

1 power factor reference

2 UQ static

3 voltage control

   2.2.1 풍력 발전단지의 제어 및 통신 모델
그림3에서는 WP 제어 및 통신 모델의 모듈러 구조를 보여준다. WP모
델의 일반적인 모듈 구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어 및 통신 모델의 입
력 값은 전력 수집 시스템 모델에서 출력되는 전압 위상값(




)과 전

류 위상값(



) 그리고 전력 계통주파수( )와 WP의 유효 및 무효

전력 기준값 이다.

<그림3> - 풍력 발전소 제어 및 통신 블록의 모듈러 구조

전력수집 시스템 모델 에서 가져온 값들은 그리드 측정 모델을 거쳐
변환되며, 변환된 값들은 통신 모델 박스를 통해 WP의 유효 및 무효전
력 제어 모델에 들어가게 된다.

       

      (a) 통신 지연 모델 (b) 선형 통신 모델
      <그림4> - 통신 지연 모델 및 선형 통신모델의 블록도

그림4에서 통신 지연 모델과 선형 통신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의
그림이 통신 지연 모델로서 지연 변수인 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간

능하다. 모델 검증 목적으로 “통신 지연 모델”을 적용해야하지만 대규모
전력시스템의 시뮬레이션에서 지연으로 인해 변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선형 통신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5> - WP 유효 전력 / 주파수 제어 모델의 블록도
그림 5에서는 WP 제어 및 통신모델에서 WP의 유효전력 제어 모델의
구조가 제시되었다. 유효 전력 및 주파수 제어 모델에서는 전력 수집 시
스템에서 출력된 유효 전력과 주파수 그리고 유효전력 기준값을 입력으
로 가진다. 유효전력 기준값과 측정주파수는 주파수를 변수로 가지는
함수  를 통해 합해진후 측정 유효 전력값과 감산되며 그 후

PI 제어기를 통해  를 출력한다. 이 값은 풍력 발전 단지 모델

에서 볼 수 있듯이 WT 또는 PD에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림6> - WP 무효 전력 / 전압 제어 모델의 블록도

그림 6에서는 풍력 발전 단지의 무효전력 제어 모델이 제시되었다. 무효
전력 제어 모델의 입력은 Pr (WP 무효전력 기준값 또는 전압

기준값),  (측정된 유효 전력값) 그리고  (측정된 무

효 전력값)이며 이 입력 값들은 셀렉터 를 통해 선택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표 1은 모드 셀렉터에 따른 무효분 제어 모드를 나타
낸다.

<표 1> 무효제어 모드 셀렉터에 따른 제어모드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EC 61400-27-1 Ed 1의 내용을 간략이 소개하고 Ed 2
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 중에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력 발전 단지
모델을 소개하고 서브 모델인 통신 및 제어 모델 과 유효 및 무효 전력
모델을 살펴보았으며 이들 간의 입출력 관계를 확인하였다.
향후 주변 계통의 모델링과 단지 건설 예정지역의 계통특성 파라메터
를 확보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IEC 표준 풍력 발전 단지 모델과 함께
통합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논문은 풍력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기반 구축과

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과제번호 :

2015NWD04J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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