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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때문에 기존의 신재생에
너지 발전의 비율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신재
생에너지 발전원 중 풍력터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계통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동적인
특징이 있는 풍력터빈을 고려하여 계통 운영을 결정해야만 한
다.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에서는 풍력터빈의 동적인 특징을 나
타내면서도 대규모 전력시스템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풍력터빈
모델인 IEC 61400-27을 발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 풍력터빈 Type 3 모델에 대하여 설
명하였고, 입력풍속이 증가하는 상황과 계통에 저전압이 발생한
상황을 모의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Type 3풍력터빈 모델
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1. 서    론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르면 3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보급을 2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새로운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대규모 풍
력단지의 추가는 기존 계통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
고, 계통 운영자들은 반드시 풍력단지를 고려하여 계통운영을
결정해야만 한다. 계통 운영을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풍력터빈의
모델은 풍력터빈만의 특성을 잘 나타내어야 할뿐만 아니라 대규
모 계통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간략화 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풍력터빈들의 동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국제 전기기술 위
원회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포함하는 풍력터빈 모델인 IEC
61400-27을 발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EC 61400-27에서 설명
하고 있는 풍력터빈 모델 중 Type 3모델에 대하여 설명하고, 풍
력터빈의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분석을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IEC 61400-27 Type 3 풍력터빈 모델
IEC 61400-27에서는 풍력터빈을 고정속도 풍력터빈과 가변속
도 풍력터빈으로 분류하고 또 이를 각각 2개의 Type으로 분류
하고 있다. 그 중 이중여자 유도발전기형 풍력터빈은 흔히
DFIG로 불리며 Type 3 형태로 분류되었다.
Type 3 풍력터빈은 유도기의 고정자는 계통과 직접 연결되고
유도기의 회전자는 전력변환 장치를 거쳐 계통과 연계되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Type 3 풍력터빈 모델의 주요 전기적
기계적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IEC 61400-27
에서는 그림 2와 같이 6개의 모듈로 Type 3의 풍력터빈을 모델
링하였다.
Aerodynamic 모듈은 공기역학전력을 계산하는 모듈로 일정 공
기역학토크 모델, 1차원 공기역학 모델, 2차원 공기역학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모델링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모델링한
Type 3 풍력터빈은 2차원 공기역학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2차원
공기역학모델에서는 피치각, 풍력터빈 회전속도, 설정된 입력풍
속 값을 사용하여 공기역학전력을 계산하고 있다.

<그림 1> Type 3 풍력터빈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

<그림 2> Type 3 풍력터빈 모델의 모듈 구조

Mechanical 모듈에서는 터빈과 발전기의 사이의 기계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Two mass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Two mass
모델에서는 발전기와 블레이드의 관성, 축의 비틀림과 진동을
고려하여 모델링 되었다.
Control 모듈은 Pitch control, P control, Q control, Current
limitation, Q control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Pitch control에서는
블레이드의 속도와 유효전력 값을 피드백 받아 피치각을 제어한
다. P control 모델은 유효전력 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풍력터빈
이 출력해야 하는 유효전류를 결정한다. Q control 모델은 무효
전력 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풍력터빈이 출력해야 하는 무효전
류를 결정하고, 저전압 사고 발생 시 저전압 사고의 검출, 저전
압 사고 시 전압 강하량에 비례하는 무효전류 공급량을 제어한
다. Current limitation 모델에서는 각 P control, Q control 모델
에서 결정된 유무효전류의 제한값을 결정하며, 저전압 사고 시
유무효전류의 우선순위와 저전압 사고 시의 최대 출력전류를 결
정한다.
Generator system 모듈에서는 발전기와 인버터의 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 Control 모듈로부터 받은 전류 지령을 전류 값 제한,
기울기 제한, PI 제어기등을 거쳐 Electrical equipment 모듈로
전달 한다. Electrical equipment 모듈은 인버터와 계통 사이에
있는 전기적 장치들을 나타내며, 주로 변압기, 차단기 등을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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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뮬레이션
구성

(b) 풍력터빈 구성
블록 종류

(c) 블록도
파라미터

  2.2 Type 3 풍력터빈 모델링
독일의 DIgSIlENT사의 Power factory에서는 IEC 61400-27 풍
력터빈 모델을 Type 별로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ower
factory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Type 3 풍력터빈을 모델링을
진행 하였다. 그림 3은 power factory에서 제공하고 있는 IEC
61400-27 Type 3 풍력터빈 모델과 내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풍력터빈의 파라미터는 [2]를 참고하여 모델링 하였다.

<그림 3> Power factory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

  2.3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풍력터빈 물리적 모델링과 풍력터빈 내부 제어
기의 모델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 풍속에 따른 유효전력, 피
치각, 발전기 회전속도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풍력터빈의 동특
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LVRT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LVRT
시뮬레이션은 풍력터빈의 시뮬레이션 모델과 실제 풍력터빈의
검증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4는 입력풍속을 0.2 [p.u] 증가시킨 상황에서의 과도 상태
를 확인한 결과이다. 입력풍속 증가 시 공기역학전력과 순간적
으로 상승하나, 피치각 제어를 통해 피치각이 증가하여 바람을
흘려보내서 다시 공기역학전력과 유효전력이 1[p.u]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풍력터빈과 발전기의 회전속도도 마찬가
지로 순간적으로 증가하나, 다시 원래의 값으로 복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입력풍속 증가 시뮬레이션 결과> 

계통의 저전압 상황에서 풍력터빈의 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계통의 전압을 약 0.7 [p.u] 감소시키고 1초 동안 지속시켰다.
저전압이 발생하면 유효전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사고 중 무효
전류가 공급되며, 사고 후에는 다시 유효전력이 1[p.u]로 회복되
면서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저전압 사고 발생시 풍력터빈으로
들어오는 바람 에너지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통으로 출력하는 유
효전력이 감소하면서, 풍력터빈과 발전기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
며, 사고가 제거된 후에는 다시 유효전력이 회복되면서 풍력터

빈과 발전기의 속도도 다시 1[p.u]로 복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저전압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

3. 결    론

이중여자 유도발전기형 풍력터빈의 시뮬레이션 모델인 IEC
61400-27 Type 3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DIgSILENT사
의 Power factory로 구현한 Type 3 풍력터빈 모델의 동작을 확
인하기 위해서 입력 풍속이 증가하는 상황과 계통에 저전압이
발생한 상황을 모의하였다. 입력 풍속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피치 제어가 적용되어 입력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동작을 확
인하였으며 저전압 사고 모의 상황에서는 저전압 구간에서의 유
무효전력과 발전기의 회전속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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