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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pecified in the scope of IEC 61400-27, the work will define standard dynamic simulation models for 

wind turbines and wind farms, which are intended for used in power system and grid stability analyses, and 

should be applicable for dynamic simulations of power system events such as short circuits (low voltage 

ride through), loss of generation or loads, and system sepa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generic models, which can be applied in grid planning studies where specific wind turbine 

vendor is not known. At the same time, a block structure should be applied, enabling easier replacement 

of specific blocks with manufacturer specific models. The first part of this work is scheduled to be 

finished in 2011.

1. 서 론

IEC 61400-27 는 풍력발전의 표준화된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 중에서도 전기적인 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 두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으며 Part.1에서는 풍력 터빈의 

시뮬레이션 모델과 검증 절차에 관해서, Part.2에서는 풍력

발전 단지(farm)의 모델과 검증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전력 시스템에서 풍력 에너지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송전 시스템 운영자(Transmission System Operator, TSO) 들과 

배전 시스템 운영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 DSO)들

이 전력 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풍력발전기의 동적 모델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풍력발전기 제조사에 의해 만들어진 터빈 모

델은 상당히 정확하고 자세한 수준까지 풍력 터빈의 거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그렇게 상세한 수준

의 모델은 대형 전력 시스템의 안정도 해석을 위해서는 오

히려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모델 내부

의 상태변수의 개수가 많아서 시뮬레이션 시간이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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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기 때문

이다.

따라서 국제전기위원회에서 기술그룹 TC-88 에서는 

IEC 61400-27 표준을 제정하여 특정터빈 모델이 아닌 일

반화된(Generic) 동적 모델을 규정하고 전력시스템의 안정

도 해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화

된 동적모델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풍력 터빈이나 풍력 단

지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모델자체를 바꿀 필요가 없이 파

라미터만 바꾸면 된다. 이러한 표준화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

은 풍력발전 시스템 제조자나 풍력발전 시스템 운용자 모두

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며 전력시스템의 안정도를 높여

그림 1. 전력 시스템 안정도에 관한 용어정의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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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궁극적으로는 풍력발전시스템의 보급률이 더욱 크게 늘

어나는데 기술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IEEE/CIGRE 공동 위원회에 의해 정리된 전력 시스템 안정

도에 관한 용어 정의와 분류는 그림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2. IEC 61400 WG 27(Working Group 27)에서 

제정중인 일반화된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 

2.1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의 소개

이 모델은 전력 시스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

행되고 있는 전력 시스템 안정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풍력

터빈을 대표하여 사용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

만 개발중인 시뮬레이션 모델의 사양은 특정 전력 시스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특정 

소프트웨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환경

에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풍력터빈 모델과 그리드 모

델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상세한 사양이 명확히 제시되

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을 

위한 인터페이스에 관한 그림이 그림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풍력 터빈과 계통 모델 간의 인터페이스

다음과 같은 그룹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이러한 일반화

된 동적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TSO 와 DSO 는 최종 사용자로서 이러한 모델을 활용하

여 그들의 전력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정도 해석을 수행한

다. 이러한 해석의 목적은 전력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계획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풍력발전기 소유자 

- 풍력발전기 제조자

- 전력 시스템 해석 프로그램의 개발자

- 교육기관 혹은 연구기관 종사자

이러한 일반적(generic) 모델은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모델은 long term 안정도 해석에는 부적절하다

- 모델은 풍속의 변동에 따른 과도 현상해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풍속은 일정하다고 본다.

- 이 모델은 고조파, 플리커 및 전자파 방출 등은 다루지 

않는다.

2.2 일반적인 모델링 구조와 절차

그림 3. 풍력발전 모델링의 일반적인 구조

  (1) 풍력 터빈 모델의 파라미터 정의

풍력 터빈 모델은 다음과 같은 정적 입력 파라미터 카테고리

를 필요로 한다.

- 식으로 표현되는 유효, 무효전력과 가능한 풍속도의 초기 조건

- 특정 물리적 특징을 고려한 모델 파라미터와 제어 셋팅값  

또는 그것이 포함된 전달함수 파라미터

- 동작점과 분리점으로 표현되는 보호 동작 셋팅

전형적으로 유효전력 또는 무효전력으로 표현되는 제어 

가능한 출력의 풍력 터빈 타입은 입력의 설정값과 일치시켜 

사용된다.

  (2) 풍력 터빈 모델의 시뮬레이션 절차 

시뮬레이션 절차는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1. 풍력터빈 모델은 반드시 부하(load)의 흐름(flow) 셋팅을  

명시해야 한다.

2. 초기 부하 흐름의 계산은 계통 모델상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

3. 계통과 풍력 터빈간의 연결점(connection point) 에서의  

전압, 전류의 정방향 위상은 부하로부터 풍력터빈 모델까

지 이어져야 하며, 정적인 파라미터로서 현재 사용 가능

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4. 풍력 터빈 모델은 마지막에 부하의 흐름으로부터 얻어진  

초기 전압과 전류의 위상에 관하여 모든 내부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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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상 상태로 초기화 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동적 시뮬레이션은 제공된 전류 출력의 풍력  

터빈 모델과 풍력 터빈 모델의 연결점에서(connection 

point) 제공된 전압의 계통 모델과 동조시켜야 한다.

2.3 시뮬레이션 모델링 설계 시 유의 사항

- 모델은 현재 존재하는 풍력 터빈 발전기 기술을 표현 할 

수 있도록 최소 4개의 카테고리로 개발되어야 한다.

  1) WT1 : 전통적인 유도 발전기

  2) WT2 : 가변 회전자 저항 유도 발전기

  3) WT3 : 이중 여자형 유도 발전기 (DFIG)

  4) WT4 : full-컨버터 인터페이스 유닛

- 모델은 개발되고 있는 미래 기술과 미래에 보충될 제어 

특성 추가의 가능성을 허용하도록 모듈화 되어야 한다.

- 모델은 전력 시스템 안정성 연구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든 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된 것들을 대표하여야 한다.

  ① 전송 계통(전압 회복을 포함하는, 풍력 단지 외부)상에

서의 단락회로(균형과 불균형) 

  ② 계통 주파수 교란

  ③ 동기 발전기 회전자 감쇄 상태에서의 전기기계적인 모

드 (전형적으로 0.2 ~ 4Hz 범위)

  ④ 모델은 전형적인 전력 시스템 주파수 편차 범위 내에

서 유효해야 한다. (시스템 정상 주파수로부터 +/- 6%)

- 모델은 큰 위상 점프 또는 df/dt의 유효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모델은 정상 상태 전압 변화에 대해 유효해야 한다. 

   (시스템 정상 전압으로부터 +/- 10%) 또한, 일시적으로 

전압이 0으로 떨어지거나 130%까지 올라가는 동적인 전

압 변화 현상(e.g. faults)에 대해서도 유효해야 한다.

- 전형적으로 중요한 시뮬레이션 시간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전체시간 스텝의 1/4 사이클보다 작아지지 않는 것과 함

께, 10~30 초 여야 한다. 풍속은 그 시간 프레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모델은 full 또는 부분적인(partial) 전력에서의 전력 흐름 

으로부터 정상 상태로 초기화 되어야 한다.

- 풍속과 같은 외부 조건은 전력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고려되어야 한다.

- 주파수의 과/부족, 과전류, 전압의 과/부족으로 부터의 보

호 그리고 df/dt 보호 또한 모델링 되어야 한다.

- 터빈 발전기 관성과 첫번째 축의 비틀림 모드는 전력 변

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려되어야 한다.

- 모델은 고단락 또는 저단락 회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게 

하기위해 수치적으로 온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상호 연결

점(interconnection) 에서의 저단락 회로 비율은 2.5이다.

- 모델은 블록 다이어그램, 비선형 성분의 해석, 모델의 방정

식, 모델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판매자에게 허용된 특정한 

초기 상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특

정한 시간 연속(time series) 시뮬레이션 툴에 적용된 표준

은 사용자에게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형, 비선

형과 미분 관계는 모델화 되어야 한다.

그림 4. WT1 전통적인 유도 발전기 모델

그림 5. WT2 가변 회전자 저항 유도발전기 모델

그림 6. WT3 이중 여자형 유도발전기 모델

그림 7. WT4 Full-컨버터 인터페이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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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모델에는 보호 기능과 제어 시스템을 위한 

generic 모델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및 

제어에 관한 generic 모델은 특정 제조사의 실제 모델과

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면 보호와 

제어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블록으로 정의해 두면 된다. 

파라메터 변경, 혹은 블록을 통째로 교체하는 것에 의해 

실제 모델과 같은 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 

- 모델은 풍력 터빈의 무효 전력 용량을 포함해야 한다.

3. 위원회 (IEC Technical Committee TC88 - 

Working Group WG27) 향후 일정 및 활동

3.1 시뮬레이션 모델링 위원회 향후 일정

그림 8. 위원회 일정에 관한 도표

위 그림 8은 풍력 터빈(Part.1) 및 풍력 발전 단지

(Part.2)에 관한 향후 위원회(WG27)의 조회(CDV) 및 승인

(FDIS) 단계와 활동에 관한 스케쥴을 도시하고 있다. 2011

년 상반기까지 Part 1 (WT 모델링)의 세부 규정작업을 마

치고 2012년까지 승인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3.2 앞으로의 연구 및 논의 주제

본 위원회의 활동은 전용 홈페이지의 문서공유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3개월에 한번 정도 정해진 장소

에 모여서 토론과 회의를 통해 내용을 개정해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과 학교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드래프트가 완성되면 표결을 통해 최종 안

으로 제출될 것이다. 앞으로 남아있는 연구 및 논의 주제에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Working Draft 4

- 정방향 시퀀스 모델링에 대한 구획 설정 초안 작성

- 모델의 적용과 모델 특성을 위한 제한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의 개정 제안

  · 고립된(섬과같은) 지역에서의 시스템

  · 최악의 시스템 상황

  · 주파수의 변화율

  · 위상 점프

- 정/역 시퀀스의 정의 업데이트 및 검사

- IEC 또는 다른 레퍼런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유효/무효 

전류의 정의에 관한 기안 작성

- WD의 서로 다른 파트를 위한 서브그룹의 정의

- 모델 입증 절차상의 부가적인 테스트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물(annex)의 기안 작성

- 개회로(Open loop)상에서 또는 계통 등가 모델(폐회로)

과의 차이점 입증에 관한 페이퍼의 기안 작성

- 비대칭 상황(asymmetric fault)을 위한 모델링 확장

- 풍력 터빈에 기반한 풍력 단지 모델링에 관한  명세

- IEC 61400-21에 명세된 사항에 기반한 테스트

  (전압 dip 현상 응답, MW/Mvar에 대한 설정값 요구)

4. 결론

IEC 국제 규격은 매우 복잡하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제

정되고 있으며 풍력발전에 관한 IEC 국제규격 시리즈 

61400 중에서도 앞으로 대규모 풍력발전의 전력계통 연계

운전을 대비하여 전력시스템을 위한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

에 관한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 개발

된 풍력 터빈들이 대규모로 국제무대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국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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