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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해상풍력은 바람자원의 품질이 우수하고, 대규모
건설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대부분 대규모로 건설되는 만큼 풍력발전단
지의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국제표준
IEC 61400-27에서는 전력안정도 연구에 적합한 풍력발전시스템
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EC
61400-27의 풍력발전시스템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
로 풍력발전단지 모델을 모델링하였다. 풍력터빈 및 풍력발전단
지 모델은 MATLAB/Simulink를 통해 구현하였으며, 풍력발전
단지를 구성하는 케이블 및 전기장치들의 파라메터는 서남해 해
상풍력 실증단지의 파라메터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
단지의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제어를 모의하였다.

1. 서    론

풍력발전은 다른 재생발전원에 비해 효율 및 경재성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원
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우수한 바람자원과 입지확보, 대규모
건설이 가능한 이점을 지니고 있어서 육상발전과 비교하여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해상풍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부분 대규모
로 건설되는 만큼, 해상풍력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에서는 전력 시스템 안정도 연구에 적합한 풍력발전 시뮬레
이션 모델에 대한 표준 IEC 61400-27을 제정하였다. IEC
61400-27에는 기존 풍력터빈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시뮬레
이션 모델 및 모델 검증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시뮬레
이션 모델은 기본파 정상분 모델로 제시하여 대규모 계통 모델
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1],[2].
본 논문에서는 IEC 61400-27에 제시된 풍력발전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풍력발전단지 모델을
MATLAB/Simulink를 통해 구현하였다. 풍력발전단지 모델에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파라메터를 적용하여 모델링하였으
며 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제어를 모의
하였다.

2. 본    론

  2.1 IEC 61400-27 개요
IEC 61400-27은 풍력발전의 표준화된 전기적 시뮬레이션 모
델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풍력발전 시뮬레이션 모델
은 대규모 전력 시스템에 적용가능하고, 안정도 연구에서의 활
용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IEC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력터
빈 모델은 기존의 풍력터빈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림 1
과 같이 모듈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모듈화된 모델은 개발
중인 기술이나 보조 제어기능 등을 확장하는데 용이한 장점을
지닌다.
IEC 표준에서는 기존의 풍력터빈 모델들을 구조 및 출력방식
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Type 1 모델은 비
동기 발전기와 계통이 직접 연계된 터빈 모델이며, Type 2는 비

동기 발전기의 회전자에 가변저항이 삽입된 모델로 이 두 모델
은 고정속 풍력터빈에 속한다.
Type 3은 이중 여자 유도 발전기(DFIG)가 적용된 모델이며,

Type 4는 풀-스케일 컨버터를 통해 동기발전기가 계통에 연계
된 모델로 이 두 모델은 가변속 풍력터빈 모델에 속한다.
위 4가지 유형의 풍력터빈 모델은 그림 1의 일반적인 풍력터

빈 모델에 적용이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매개변수 및 내부 블록
의 구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ype 4 모델을 기반으로 풍력터빈 모델을 설

계하였다[1].
 

<그림 1> 일반적인 풍력터빈 모델 구조[1]

  2.2 풍력발전단지 제어기 모델[3]

IEC 61400-27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wind power
plant; WPP) 제어기는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통신 모델과 측정
모델, WP P-control 모델, WP Q-control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3].
통신 모델은 WPP 제어기와 상위 제어기 간의 통신, 측정 지

점과 WPP 제어기 간의 통신, WPP 제어기와 단지를 구성하는
전기장치(풍력터빈 및 STATCOM과 같은 보조장치) 간의 통신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연에 대한 모델이다.
WP P-control 모델과 WP Q-control 모델은 WPP가 계통에

연계되는 지점인 PoC(Point of Connection)에서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모델로 PoC에서의 목표 유효전력 및 무효
전력을 얻기 위한 단지를 구성하는 전기장치의 지령을 계산한
다.
WP P-control 모델은 상위 제어기로부터 받은 유효전력 지령

에 따라 WPP를 구성하는 풍력터빈의 지령을 계산할 뿐 아니라
주파수 제어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주파수 제어 기능은 주파수
에 따른 유효전력 ΔP의 함수로 구현되며 IEC 표준에서는 룩업
테이블(look-up table)로 제시되어있다.
WP Q-control 모델은 4가지 Q 제어 모드로 동작이 가능하도

록 제시되어 있다. 4가지 Q 제어 모드에는 무효전력제어, 역률
제어, U-Q 정적 제어, 전압제어가 있다. 여기서 U-Q 정적 제어
는 전압에 따른 무효전력 ΔQ에 대한 함수로 구현되며 이 또한
룩업테이블로 제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제어 기능과 U-Q 정적 제어 기능을 독

일의 계통연계규정[4]에 따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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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PP 제어기 모델 구조[3]

  2.3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는 IEC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풍력발전단지 모델
을 MATLA/Simulink를 통해 구현하였다. 풍력발전단지를 구성
하는 풍력터빈은 Type 4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변압기 및 케이
블 등의 전기 장치들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파라메터를
적용하였다. 그림 3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계통도를 나
타내며, 그림 4는 MATLAB/Simulink를 통해 구현된 풍력발전
단지 모델이다. 이 풍력발전단지 모델을 통해 유효전력 및 무효
전력 제어의 계단응답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계통도

(a) WPP 시뮬레이션 모델

(b) WPP 제어기 시뮬레이션 모델
<그림 4> MATLAB/Simulink로 구현된 WPP 및 WPP 

제어기 모델

(a) 풍력발전단지의 유효전력 출력

(b) 풍력발전단지의 무효전력 출력
<그림 5> 풍력발전단지 PoC 지점의 풍력발전단지 출력

그림 5는 풍력발전단지 모델의 유효 및 무효전력제어 계단응
답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결과, 풍력발
전단지 제어기가 지령에 따라 PoC의 유효 및 무효전력이 적절
히 따라갔으나 유효 및 무효전력 제어 간의 상호간섭이 발생되
었다.
유효 및 무효전력 제어 간의 상호간섭은 풍력발전단지 유효

또는 무효전력 출력과 단지 내 변압기와 케이블 등의 임피던스
에 의한 PoC의 전압 위상 변동의 영향에 따른 결과이다.

3. 결    론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꾸준히 증가되고 대규모로 건설됨에 따
라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중
요해지고 있다. 본 눈문에서는 국제표준 IEC 61400-27의 풍력발
전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모델
을 MATLA/Simulink를 통해 구현하였다. 풍력발전단지 시뮬레
이션 모델을 통해 유효 및 무효전력 제어의 계단응답 모의하였
다. 모의 결과 유효 및 무효전력 제어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
으나 상호간섭이 발생되었다. 이는 풍력발전단지 유효 또는 무
효전력 출력과 단지 내 변압기와 케이블 등의 임피던스에 의한
PoC의 전압 위상 변동의 영향으로 IEC 표준 모델에는 유효 및
무효전력 제어 간의 디커플링이 적용되어있지 않다. 향후 풍력
발전단지 제어기의 디커플링 기능을 구현 및 적용하여 풍력발전
단지 모델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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