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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분산전원에서 사용하는 인버터 출력 전류의 

고조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고조파 필터의 성능은 

터빈 출력에 의한 고조파의 발생뿐만 아니라 주변 

터빈에 의한 고조파의 발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해상 풍력 발전용 터빈이 

설치되는 해상 환경은 육지 계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계통 임피던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터빈 병렬 운전에 따른 고조파 

발생량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ig.1 과 같이 해상 풍력 

터빈과 케이블 및 계통 임피던스 등을 모델링하고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요소의 파라미터 

변동 시 발생하는 풍력 터빈의 출력전류에 포함된 

고조파를 분석하여 단일 연계 시 설계한 

LCL 필터의 성능을 차수 별 고조파 및 THD 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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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Modeling of offshore wind turbine, wind farm and 

grid impedance for harmonic analysis 

2.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VAC 송전 시스템을 가지는 

풍력발전단지를 모델링 하여 터빈 출력에 의한 

고조파의 발생뿐만 아니라 주변 터빈에 의한 

고조파 및 계통 강도에 따른 고조파 전류 변동을 

분석하였다.  

단일 터빈을 계통에 연계한 경우에는 케이블 및 

변압기에 의해 전원 측 등가 인덕턴스 증가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터빈의 출력 고조파 전류 

성분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주변에 설치된 다수 대의 터빈이 출력하는 

전류의 고조파 성분이 계통 측 임피던스에 의해 

계통연계지점(PCC)의 전압에 고조파 왜곡을 

발생시키며 그 양은 고조파 전류의 피크값과 

병렬접속된 터빈의 개수에 따라 증가하였다.  

따라서 다수 대의 터빈을 병렬로 접속하여 

운전하는 해상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단위기기의 

출력 고조파를 충분히 억제하는 것 이외에도 

고조파 성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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