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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ariable speed wind turbine simulation model for grid connection is developed based on Matlab/Simulink. The 

model consists of wind model, rotor dynamics, synchronous generator, power converter, distribution line and infinite 

bus. Implementation of blade characteristics and power converter control strategies are included. Several transient 

case studies are performed including wind speed change, local load change and grid-side voltage unbalance using 

developed simula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work can be utilized for study of actual interaction between wind 

turbine and grid for reliable operation and protection of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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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가는 이때에 기존 에너

지원과는 달리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풍력발전을 통한 전기 에

너지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대한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풍력발전기를 도입․설치하여 계통에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전기의 내부 성능․특성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가 연계될 지

점의 계통선로 특성도 함께 검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

히 연약 계통(Weak Grid)에 발전기를 연계하여 운전하는 경

우 발전기의 운전 또는 정지 및 풍속 변화에 따른 발전 출력 

변동은 인근 지역의 계통 전압에 영향을 주게 된다[1]. 그러므

로 풍력발전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운전 및 보급 확대를 위

해 풍력발전기의 계통 연계 알고리즘이나 풍력발전기가 연계

된 배전계통의 보호계전 알고리즘 등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Matlab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개발 및 계통 해석에 응용하는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그러나 발전기측 전력 변환회로가 다이오드 정류

기로 구성되어 전류제어가 불가능하고 전력변환 회로의 파라

메터가 실제 값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별도의 여자 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PMSM은 다극으로 

구성하기 용이하고 고효율이므로 기어레스 방식의 대용량 풍

력발전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영구 자석형 동기기(PMSM)와 양방향 전력변환

기(back to back converter)를 사용한 전범위 가변속 풍력발

전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풍속 변동, 부

하 변동, 계통 전원 불평형 등에 대하여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 풍력발전기 모델링

2.1 풍력발전기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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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변속 풍력발전 시스템

  PMSM을 사용한 풍력발전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그림1과 

같다. 블레이드로 입력된 기계적 토오크는 PMSM과 발전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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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를 거쳐 전기에너지로 변환되고, 변환된 전기에너지는 

계통연계 인버터를 통하여 계통으로 공급된다. 이때 발전기측 

컨버터는 최적의 출력을 내기 위해 회전자의 속도를 제어하고, 

계통연계 인버터는 주파수 변환 및 역률제어를 수행한다. 

(1) 블레이드 모델링 및 피치제어

  풍력발전 시스템에 입력되는 에너지는 블레이드에서 변환된 

기계적 에너지 로 식(1)과 같다.

  

 

                          (1)

  여기서 A는 블레이드 회전 단면적, 는 공기 밀도, 는 

풍속이다.    는 블레이드의 출력계수로 블레이드의 

피치각 는 블레이드의 출력계수로 블레이드의 피치각 와 

주속비 의 함수로 식(2)와 같이 표현되며 그림 2와 같다.

     











  
   



       (2)

  여기서  ∼  , 는 블레이트 형상에 따른 상수이며 

변수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는 블레이드 피치각으로 

[deg]단위로 표시한다.




 
  

 
                           (3) 

         

그림 2 주속비와 피치각 변동을 함께 고려한 

풍력발전기 출력 계수 곡선

 

(2)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

PMSM은 별도의 계자회로가 필요하지 않아 구조가 간단하

고 계자 회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자 손실이 없다. 즉,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이 증가하여, 구조도 간단해 진다. 그러

나 발전된 전압과 주파수는 회전 속도에 비례해서 달라지므

로 전력변환회로를 사용하여 계통에 연계되어야 한다.

 (3) 발전기측 컨버터 제어

 풍력발전 시스템에서 블레이드의 회전 속도가 주속비 를 

만족하도록 제어한다면 블레이드의 기계적 출력을 최대로 할 

수 있고, 이때 블레이드의 기계적 출력은 식 (4)과 같다.

  

  (4)

여기에서,  


 






  

  (5)

     (6)

 
 




 
  (7)

  블레이드에서 발전기 축에 공급하는 토오크는 회전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식 (5)과 같다. 회전속도가 일정하다면 발전

기에서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토오크 는 블레이드에서 

공급하는 토오크와 식 (6)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여기서 는 

마찰 계수를 의미하고, 시뮬레이션에서는 마찰에 의한 손실은 

무시하였다.

  식 (6)에서 계산된 를 발전기의 토오크 기준값으로 사용

하면 정상 상태 최대출력 운전점을 따라 운전하게 된다. 전류 

기준값은 발전기의 토오크 상수 를 사용하여 식 (7)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은 이와 같은 토오크 기준값 계산 알

고리즘을 블록도 형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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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토오크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

(4) 계통측 인버터 제어

  발전기측 컨버터에서 직류단으로 입력하는 전력이 계통으로 

출력되는 전력보다 클 경우 직류단 전압은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는 직류단 전압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직류단 커패시터의 

손실을 무시할 경우 직류단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면 발전기

측 컨버터에서 직류단으로 입력되는 전력은 모두 계통으로 출

력된다. 이때 계통으로 출력되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식 

(8)과 같고,  
  ,  

    이므로 식 (9)로 나타 낼 수 있

다. 여기서  
 를 0으로 제어함으로써 계통으로 출력되는 무효

전력이 0이 되도록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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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전압 발생시 제어 전략

  계통전원에 저전압이 발생하면 DC Link 측에 과전류가 발

생하여 전력변환 컨버터의 파괴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를 방

지하기 위해서 DC Link 측에 Dynamic Brake Resistor(DBR)

를 설치하여 저전압 발생시 DC Link 측에 발생하는 과전류를 

소비하여야 한다. 이 때 전류제어기의 출력은 grid code에 명

시된 규정에 따라서 무효분 전류를 출력해야 한다. 그림 4는 

E-ON에서 규정된 grid code를 보여준다. 계통 저전압을 감지

하고 DBR를 동작시키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DBR동작

에 따른 동특성을 파악하고, grid code의 LVRT 시나리오에 

맞추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4  E-ON LVRT규정

(1) LVRT 제어 알고리즘

  저전압 발생 여부는 Vdc의 전압상승이 1.05pu이상일 경우 

계통에 저전압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계통에 저전압이 발생

하면 동기기의 토오크를 0.5pu/sec씩 줄이고, Vdc가 1.12pu

이상 일 경우 DBR의 on/off동작을 통해 DC Link의 전류를 

소비하면서 Vdc의 상승을 막는다. 계통의 전압이 원래대로 회

복되었다면 DBR은 동작 하지 않을 것이고 동기기의 토오크가 

1.0pu인지 판단하고 1.0pu이하일 경우 0.5pu/sec씩 증가 시

켜서 동기기의 토오크가 정상상태로 돌아오도록 한다. Vdc와 

동기기의 토오크가 모두 1.0pu로 회복되면 LVRT 제어를 마

치게 된다.

3. 시뮬레이션

  표1은 시뮬레이션 파라미터이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컨버

터-인버터는 이상적으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컨버터-인버터를 이상적으로 가정하면, 전력변화 부분은 가변

전원으로, 직류단 커패시터는 등가의 연산 모델로 대체할 수 

있다. 발전기측 번버터에서 직류단 커패시터 에 입력되는 

전류와 유효전력을 각각 과 이라고 하고, 계통측 인버터

로 출력되는 전류와 유효전력을 각각 과 이라고 할 때 

직류단 전압 는 식 (12)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12)

Symbol Description Value Unit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길이 25 m

 공기 밀도 1.225 kg/m3

 Cp 계수(정격풍속 13m/s에서) 0.323 -

 발전기 정격 출력 807.2 kW

 발전기의 극수 84 -

 발전기 정격 회전 속도 25 rpm

 DC 링크단 제어 전압 1250 V

 DC 링크 캐패시터 용량 8000 uF

 계통측 인덕터 용량 1 mH

 인버터 용량 805 kVA

표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그림 5(a)~(f)은 정격풍속 13[m/s]에서 운전중 저전압이 발

생 하였을때 풍력발전 시스템의 동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a)와 그림 (b)은 계통전압과 계통측 인버터의 유효전력량을 

보여주고 있다. 2초에 계통에서 150ms동안 0pu의 저전압이 

발생하여 유효전력이 0pu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에 그림 (c)에서 보듯이 DC Link 전압은 최대 1.15pu까지 

증가하였다가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림 (d)에서 저전압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동기기의 토오크가 8초부터 0.5pu/sec의 기

울기로 150ms동안 감소하였다가 계통전압이 정상으로 회복되

고 150ms동안 같은 기울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림 (e)~(f)는 동기기의 회전 속도이며 정격 속도로 운전할 때 

동기기의 유효전력 역시 정격으로 출력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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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통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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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계통측 인버터의 유효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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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C-Link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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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발전기측 토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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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발전기의 회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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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발전기측 컨버터의 유효전력량

그림 5 LVRT 시뮬레이션 파형

4. 결론

 영구 자석형 동기기(PMSM)를 사용한 가변속 풍력발

전 시스템을 Simulink을 사용하여 모델링 및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고, 풍속 변동, 부하 변동, 계통전원 불평

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였다. 개발된 시뮬레이

션 모델은 풍력발전 시스템 도입 시 기술검토, 기존 전

력계통의 보호․제어 알고리즘, 분산전원 연계시의 상호

작용 파악이나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대

규모 풍력단지와 전력계통 연계 시 동특성 파악을 위해

서 간략화 된 풍력발전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연구와 

풍력발전기의 토폴로지 분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어 방식의 풍력발전기 모델에 대한 연구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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