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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력 시스템에서 풍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풍력 발전으로 인한 전력 시스템

의 안정성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송배전계통 운

영자들은 계통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풍력 발전기의 동적 모델링을 필요로 하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규정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의 

일환으로 국제전기위원회에서는 IEC 61400-27 을 

제정 중에 있다. 

IEC 61400-27 은 풍력발전기의 일반화된 동적 시

뮬레이션 모델 중에서도 전기적인 모델링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화된 동적모델을 사용하면 서로 다

른 풍력터빈이나 풍력단지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파라미터의 변동만으로도 쉽게 풍력발전을 모의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화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풍력발전 시스템 제조사나 풍력발전 시스템 운영

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전력시스템의 안정도를 높여주어 궁극적으로는 

풍력발전시스템의 보급률 증대에 기술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61400-27 part 1 에서 정의하는 풍

력터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Type 4B 

모델에 대해서 제어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Matlab/Simulink 를 이용하여 실제 풍력터빈의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 IEC 61400-27 part 1 의 구성 

2.1 일반적인 풍력터빈 모델의 구조 

IEC 61400-27 에서는 크게 4 가지 풍력터빈의 형

태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풍력터빈의 모

델은 Fig. 1 의 형태를 따른다. Fig. 1 에서는 일반화 

 

된 풍력터빈의 전기 및 기계 제어신호의 흐름과 

구조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규격에서 말하는 일반

화된 풍력터빈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면 

Aerodynamic 과 Mechanical 의 기계계와 Generator 

system, Electrical equipment, Grid protection 의 전기계, 

Control 불록인 제어계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Generator system 은 주어진 전압에 대하여 전기적

인 출력을 단순하게 나타내므로 일종의 전류원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최종적으로 풍력터빈 시뮬레

이션 모델은 전류의 출력형태를 가지며 전압의 형

태를 가진 계통 모델과 연계된다.
 (1) ~ (4)

 

 

2.2 Type 4B 모델의 구조 

Fig. 2 는 Type 4 풍력발전시스템의 간략화된 구

성도이다. Type 4 풍력발전시스템은 블레이드, 기어

박스, 유도발전기 또는 동기발전기, full converter, 

차단기, 변압기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Generic modular structure of wind turbine models 

 
Fig. 2 main electrical and mechanical components of 

type 4 wind turb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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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ular structure for the type 4B wind turbine 

model 

 

Type 4 풍력터빈 모델은 Mechanical system 을 고

려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분류

되는데 Type 4B 풍력터빈 모델은 Mechanical 

system 이 고려된 모델이다. Fig. 3 은 Type 4B 의 시

뮬레이션 모델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A. Mechanical 

  Type 4 풍력터빈의 구조에서 터빈과 발전기의 

회전자는 분리된 구조를 가진다. 때문에 

Mechanical 은 2-mass 등가로 모델링된다. 2-mass 

모델은 aeroP 와 agP  입력값을 받아, 터빈의 속도

와 발전기 회전자의 속도값을 출력한다. 

 

B. Generator system 

Generator system 은 Fig. 3 와 같이 유효 및 무효

분 전류의 지령을 입력으로 가지며, 전류의 형태

로 출력하기 때문에 Fig. 2 에서는 발전기와 인버

터 전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Fig. 4 는

Generator system 으로 최종 출력인 인버터에 대해 

1차 지연요소를 가진 전류원의 형태이다. 

 

C. Electrical equipment 

Electrical equipment 는 차단기와 변압기 등의 전

기장치를 포함한다. 

 

D. Grid protection 

Grid protection 은 전압 및 주파수 차단 릴레이의 

역할로 차단기의 트립신호를 Electrical equipment

로 보낸다. 

 

E. Control system 

Control system 은 DSP 등의 제어연산을 수행하는 

제어기로써 상위제어기로부터 (규정에서는 외부입

력) 유무효전력 지령을 받는다. 또한 현재 전압 

및 유무효전력을 피드백받아 Generator system 에 

전류지령을 출력한다. 

2.3 Type 4B 모델의 제어 

Type 4B 의 Control 은 크게 P control, Q control, 

Current limitation 으로 나뉜다. P, Q control 블록에서

는 각각 유효 및 무효전류 지령을 생성하고 

Current limitation 에서는 전류의 상한값을 결정한다. 

 

A. P control 

Fig. 6 는 일반화된 터빈 모델의 유효전력 제어 

블록이다. IEC 61400-27 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간략화를 위해 센서 및 제어기를 1 차 지연의 형

태로 모델링하였다. Fig. 6 에서는 이러한 1 차 지

연요소를 제외하면 유효분 전류 지령에 대해 (1)

과 같이 나타내었다. 

filt,WT

ord,ref_WT

cmd_p
u

p
i                           (1) 

 

 
Fig. 5 Control model for type 4B wind turbine 

 
Fig. 4 Generator system model for type 4 wind turbine 



IEC 61400-27 국제규격에  따른 가변속 풍력터빈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조와 동작 특성 

 

   

 

3 

 
Fig. 6 P control model for type 4B control system 

 

B. Q control 

IEC 61400-27 에서 정의하는 무효전력제어는 크

게 정상운전 시의 무효전력 제어와 사고(LVRT)시

의 무효전력 제어로 나뉜다. Fig. 7 에서는 정상 운

전 시 무효전력 제어에 대한 블록도를 나타내며 

강조되어 있는 일종의 모드 선택 플래그를 이용하

여 여러 가지 운전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운전 

모드는 총 5 개의 모드로 나누어지며, Table 1 에서 

플래그에 따른 각각의 모드를 나타내었다. 5 개의 

운전모드는 크게 PI 제어기를 통과하는 Slow 

control 과 Open-loop 로 1 차 지연요소만을 포함하

는 Fast control 로 나뉜다. Fast control 의 경우는 P 

control 과 마찬가지 형태이며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WTq 는 각각 1 차 지연요소를 통

과한 후의 무효전력 지령을 나타낸다. Slow control

의 경우는 (3)과 같이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경우

와 (4)와 같이 전압을 제어하는 경우로 나뉜다. 

filt,WT

iq,ref_WT

cmd_q
u

q
i                            (2) 

)qq(*
s

Ks*K
u WTref

q,Iq,P

ref_q 


             (3) 

)uu(*
s

Ks*K
i WTref

u,Iu,P

ref_q 


             (4) 

 

Fig. 7 에서는 사고 시 무효전력 제어에 대한 블

록도를 나타내며 LVRT detect 는 연계지점의 전압

으로 플래그를 바꾸며 정상운전인 0 과, LV 계통사

고 시인 플래그 1, 사고 후를 나타내는 플래그 2

로 동작한다. IQLVRT Mode 에서는 플래그에 따라  

Table 1 General wind turbine Q control modes 

MG,u Voltage control 

MG,q Reactive power control 

MG,qol Open loop reactive power control 

MG,pf Power factor control 

Table 2 reactive current control strategy during low 
voltage fault by LVRT modes 

mode FLVRT=1 FLVRT=2 

0 
qvi  qvi  

1 
qvqbase ii    qvqbase ii   

2 
qvqbase ii   qpostqbase ii   

 

 
Fig. 7 Q control model for type 4B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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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의 출력만을 바꾸게 되며, 전략에 따라 플래

그 별 전류가 결정된다. Table 2 에서는 규정에서 

정의한 각각의 전략 별 무효전류 출력값을 나타낸

다. 

이 때, frz_qi 는 정상 운전 시 무효분 전류이며, 

qvi 는 사고 전압에 비례해서 출력되는 무효분 전

류 출력이다. 예컨대, 독일의 전력회사 E-on 에서

는 10%의 Dead Band 를 가지고 50%의 저전압시에 

정격전류의 100% 무효분 전류를 출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post_qi 는 계통사고 후인 FLVRT 가 2

일 때에만 적용되는 전류로 시뮬레이션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다. 

 

E. Current limitation 

만약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풍력터빈은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압의 변화량에 반비례하

여 전류지령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발전기와 

인버터에는 전류의 제한값이 존재하므로 규정에서

는 별도의 모델로 지정하여 전류의 출력을 제한하

고 있다. 이 때, 출력은 max_pi , max_qi 이며, 

Generator system 에서 사용된다. 무효전력 제어블

록과 마찬가지로 Current limitation 에서도 정상운전 

시와 전원 사고 시 모드로 제어전략이 분류된다. 

 

3. Matlab/Simulink 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규정에서 제시하는 블록들을 구현하기 위해 

Matlab/Simulink 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Fig. 8 은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Control 블

록들이다. 

2[sec]에서 약 80%의 LV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2.2[sec]에서 회복하도록 하고 변화를 관찰하였다. 

(5) ~(6) 

Fig. 9 는 구현된 시뮬레이션으로 수행한 결과이

다. Fig. 9(a)와 같이 2[sec]에서 LV 가 발생하면 

Fig. 9(b)와 같이 유효분 전류는 전압에 반비례하

여 지령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출력제한 때

문에 실제로 출력되는 전류는 제한되게 된다. 시

뮬레이션에서는 LV 가 발생하면 무효분전류에 우

선순위를 두므로 Fig. 9(c)에서와 같이 무효분 전류

출력을 한 나머지만을 유효분 전류로 출력한다. 

Fig. 9(d)는 LV 에 따른 LVRT 플래그로 2~2.2[sec]

에서는 플래그 1, 그 후 postT 의 설정값에 따라 

0.5[sec]동안 플래그 2 상태가 지속되었다. 

 
(a) 

 
(b) 

 
(c) 

 

Fig. 8 Control blocks 

(a) P control block 

(b) Q control block 

(c) current limitation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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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9 LV simulation result 

(a) uWT during fault 

(b) ipcmd and ip during fault 

(c) iqcmd and iq during fault 

(d) LVRT flag according to LV 

4. 결 론 

ICE 61400-27 은 풍력발전기의 전기적인 모델링

에 관한 규정으로 파라미터의 변동만으로도 쉽게 

풍력 발전을 모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규정

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분석하고 

Matlab/Simulink 를 이용하여 Type 4B 의 가변속 풍

력터빈 용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시뮬레

이션 결과는 계통 저전압사고 시 풍력터빈의 전류 

및 동작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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