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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세계 각국의 풍력발전기 설치용량은 신재생 에너지의 관

심증대로 매년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풍력발.

전기가 계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불안정한 계통

으로 인한 전원 사고 위험도 늘어가고 있다 전원사고에 대.

한 과거의 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계통과 분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계통 연계를 유지해야 하며 계

통 안정화를 위해 무효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

지 발전비율이 높은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계통 안정화

를 위한 계통 규정에 대해 일찍이 논의되었고 년 독2006

일 전력회사 은 자체적인 계통 연계 규정을 발표하였E-ON

다 규정을 근간으로 년 독일. E-ON 2008 BDEW(German

에서는 계Association of Energy and Water Industries)

통 연계 신재생 발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계통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크게 유효전력제어 정정 계통 지. ,

원 동적 계통 지원으로 크게 가지로 분리 되며 각각의, 3

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유효전력제어2.

주파수에 상승에 따른 유효전력 제어2.1

그리드 코드는 계통 주파수가 상승함에 따라 유효전력을

제한하여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계통.

주파수가 상승되는 원인 중 하나는 발전량에 비해 소비량이

적다보니 발전기의 회전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때. ,

분산전원은 발전량을 감소시켜 계통 주파수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상승 주파수에 따른 유효전력 제한은.

과 그림 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유효전력 감소량(1) 1 .

∆는 순시가용전력  에 유효전력 감소 활성화 주파수
를 기준으로 상승하는 주파수 차의 곱으로 나타낼50.2Hz

수 있다 결국 순시 가용 전력.  은 의 기울기로40%/Hz

감소한다 상승주파수 당 를 감소시켜 최대 허용. 1Hz 40%

주파수 에선 감소시켜 출력해야 한다 그리고51.5Hz 52% .

상승한 주파수가 감소한다고 유효전력을 증가하는 것이 아

니라 유효전력 복귀 주파수 보다 작아 졌을 때(50.05Hz)

순시가용전력을 복귀할 수 있다 만약 계통주파수가. 51.5Hz

초과 미만일 경우는 풍력발전 설비와 계통은 차단, 47.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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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ies in the power grids has been increasing in the last decades due to

successful regulations like the Renewable Energy Law in Germany. Meanwhile, the grid stability can be threatened

from distributed generations with large penetration. So the grid connection regulations are continuously being updated

and strengthened for stable operation of power grids. In 2008, a grid code of BDEW(German Association of Energy

and Water Industries), in which many strategies for stable grid operations are included, is released. In this paper the

features of new German grid codes are introduc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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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한다.

주파수 상승에 따른 유효전력 제한(a)

유효전력 감소 수식(b)

그림 계통 주파수에 따른 유효전력 제어1.

∆  × ×
 

(1)

설정점 유효전력 제어2.2

에서 설명한 주파수 상승에 따른 유효전력 제한 이외도2.1

풍력 발전 시스템은 계통이 요구한 발전량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유효전력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 정격 유효전력의.

로 제어되어야 하며 계통 운영자는100%, 60%, 30%, 0%

원격시스템을 통해 발전설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풍력발전 설비가 여러 가지 계통 상황으로 인해 발

전 정지 후 재기동을 해야 한다면 분당 출력 증가량이 유효

전력의 정격 를 초과하지 않도록 천천히 일정한 기울기10%

를 갖으며 공급해야 한다.

계통 지원3.

동적 계통 지원3.1

에 풍력발전 설비와 같은 신재생 발전 설비가 증가함PCC

에 따라 과거 전원사고 대처 방법인 계통과의 차단은 오히

려 전원 사고를 확산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드 코드는 전압.

감소율에 따른 계통이 요구하는 시간 동안 계통과의 연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능LVRT(Low Voltage Ride Through)

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림 는 의 규정 요. 2(a) BDEW LVRT

구 사항인데 표시된 숫자의 영역에 따라 요구조건이 다르다.

번 영역에서 풍력발전 설비는 계통과의 연계를 유지해야1

하며 번 영역에서는 순간적인 연계 분리는 가능하지만 사3

고 복귀 후 초 이내에 재접속해야 한다 이때 재 접속 후2 .

초당 정격의 이상으로 유효전력을 공급해야 한다10% . 2

번 영역에서는 계통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번과 번 영역1 3

에서의 기능이 모두 가능하며 번 영역에 대해선 별다른 조4

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현재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는 에서는LVRT BDEW

상 평형 전압 사고뿐만 아니라 불평형 전원사고에 대해서3

도 규정을 만족해야 하며 전압감소율 인 경우에도100%

동안 계통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150ms .

그림 에선 전압감소율에 따라 무효전류의 공급량을 나2(b)

타내었다 전압 감소율 이하에서는 전압 변동 대비. 50% 2

배의 무효전류를 이내에 계통에 공급해야 하며 전압20ms

감소율 이상에서는 의 무효전류를 공급해야 한다50% 1pu .

전압변동 이내는 에서 설명할 정적 계통 지원으로10% 3.2

동적 계통 지원에선 무 동작 범위 로 무효전류(dead band)

공급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규정 요구사항 그래프(a) LVRT

상황의 무효전류 공급 조건(b) LVRT

그림 동적 계통 지원을 위한 무효전력제어2.



정적 계통 지원3.2

는 계통 안정화를 위해 정상상태에서도 일정 무효전BDEW

류를 계통에 공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효전력을.

공급하는 조건에서도 에 해당하는 역률 범위에서100% (2)

무효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cosØ = 0.95underexcited to 0.95overexcited (2)

정적 계통 지원을 위한 무효전력 공급은 아래와 같이 가4

지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며 계통운영자에

따라 가지 모두 제어 가능해야 한다4 .

고정된 역률에 따른 무효전력 공급ㆍ

유효전력에 종속해서 변하는 역률에 따른 무효전력 공급ㆍ

고정된 무효전력 공급ㆍ

계통전압에 종속해서 변하는 무효전력 공급ㆍ

그림 는 유효전력에 종속해서 변하는 역률에 따른 무효3(a)

전력 공급 그래프로 분산전원의 유효전력으로 인해 변동되

는 전압을 보상하기 위한 기능이다PCC .

특성의 유효전력 대비 역률(a) cos(P)

전압 변동률 대비(b) 무효분 전류 추가량
그림 정적 계통 지원을 위한 무효전력 제어3.

계통 조건에 의해 생기는 전압변동을 보상하는 방향PCC

으로 뮤효전류를 공급해야 한다 전압변동에 대해선 무. 1%

효전류를 공급하지 않으며 전압변동 이내에 대해서 최10%

대 정격의 에 해당하는 무효전류를 계통 운영자의 의해31%

변경 가능한 기울기로 공급해야 한다.

결론4.

본 논문에서는 계통 안정화를 위한 그리드 코드 중에서 가

장 엄격하다고 알려진 BDEW(German Association of

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살Energy and Water Industries)

펴보았다 주파수 상승에 따른 유효전력 제한과 전력 계통.

에서 요구하는 유효전력 설정점 제어 기능을 요구하는 유효

전력제어와 전원사고 시에도 일정 시간동안 계통 연계를 유

지하여 전원사고의 파급효과를 줄이는 동적 계통 지원 계,

통 조건 및 유효전력에 의해 변동되는 전압 보상을 위PCC

한 방향으로 무효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정적 계통 지원 등

으로 크게 가지 정도 계통 안정화를 위한 규정을 소개하였3

다 독일 스페인 이태리 덴마크 등의 풍력발전 설비가 계. , , ,

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에 수출하기위해서는 반

드시 규정을 만족시켜야 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 측정 연구

기관에서 검증 받아야 한다 따라서 풍력 발전 인버터 제조.

업체들을 엄격해지는 각국의 계통 규정 분석에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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