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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세계적으로 풍력발전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풍력발전기의 용량 또한 커지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세계적.

으로 생산하는 용량은 년 기준 에 달하며2011 239[GW]

이는 전 세계 전기 요구량의 을 수용하는 양이다3[%] .
[1]

이러한 풍력발전기의 증가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인식의 변

화를 요구한다 기존에 풍력발전기의 경우 소형의 분산전원.

으로 인식되어 계통 사고시에는 계통과 차단되어 계통의

회복이나 계통의 주파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

만 계통에 접속되는 풍력발전기가 증가됨에 따라 계통 운

영자들에게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계통의 안정도 연구가 필

요하게 되었으며 풍력발전기 제작사들에게는, LVRT(Low

등이 포함된 새로운 를Voltage Ride-Through) Grid code

만족하는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2]

계통 운영자들은 계통의 안정도 연구를 위해 기존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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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계통과 연결되는 풍력발전기가 증가됨에 따라 계통 운영자들에게는 계통의 안정도 연구를 위한 풍력발전시스템 모델이 요구

되고 있다 특히 계통의 저전압 사고 시에 풍력발전기와 연결된 계통의 전기적 특징은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 .

도발전기를 사용한 고정 속도 풍력발전기인 모델과 가변 속도 풍력발전기인 모델을 간략히 소개Type1 Full-converter Type4

하였으며 사의 에서 제공된 과 풍력 터빈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계통의 저전압, DigSilent PowerFactory Type1 Type4

사고시의 동특성을 비교하였다.

기 호 설 명



치된 풍력 발전기와 새로운 를 만족하는 풍력 발Grid code

전기의 전기적 특징을 검토 할 수 있는 간소화된 시뮬레이

션 모델 이 개발되고 있다(generic model) .
[2],[3],[5],[6],[7]

국제 규격인 에서는 풍력 발전기의 전기IEC 61400-27

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아래와 같이 가지로 분류하고 있4

다.
[4]

· Type1 : Wind yurbine with directly grid

connected induction generator with

fixed rotor resistance

· Type2 : Wind turbine with directly grid

connected induction generator with

variable rotor resistance

· Type3 : Wind turbine with DFIG

· Type4 : Wind turbine connected fully through

a power converter

계통의 안정도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로는

PSCAD, PowerFactory, PSLF　 Ⓡ, PSSⓇ 등이E, Matlab

사용 된다.

이 논문에서는 사의 에서 제공DigSilent PowerFactory

된 모델과 모델을 이용하여 계통의 저전압Type1 Type4

사고시에 두 가지 타입의 풍력발전시스템을 대상으로 발전

기 출력단의 전류 및 유무효전력과 속도를 관찰하였으며

이 결과는 풍력발전기와 계통의 안정도 분석 및 계통과의

상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풍력 발전기 모델2.

모델2.1 Type1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1) Type1

그림 는 풍력발전시스템의 간략화된 구성도1.(a) Type1

이며 블레이드와 터빈 기어 박스 유도발전기, (GB), (IG), FC

차단기 변압기 로 구성되어(Fixed Capacitor), (CB), (TR)

있다.
[4]
동작을 간단히 설명하면 바람의 에너지 블레이드를

회전 시키며 회전된 터빈은 기어박스와 축을 통하여 유도발

전기의 로터를 회전시킨다 유도발전기에 의해 변환된 에너.

지는 변압기 를 거쳐 계통에 전달되어 진다 또한 역률(TR) .

보상용 커패시터가 추가되어 풍력 발전기의 무효전력을 보

상한다.

의 시뮬레이션 모델링(2) Type1

그림 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블록도를 나타낸1.(b) Type1

다.[4] 은 블레이드와 터빈이 모델링되어 있Aerodynamic

으며 식 에 따라 풍속을 사용가능한 바람의 에너지로(1)

변환 시키게 된다.
[7]
또한 블레이드의 피치각 제어에 의해

터빈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도록 모델링 되어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바람의 변동에 의한 풍력발전기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바람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은 기어박스와 축 이 모델링 되어 있Mechanical (shaft)

으며 기어박스는 저속과 고속축의 속도를 기어비에 따라 변

환시켜주며 축의 모델링은 로 터빈과 발전기2 mass model

가 연결된 축의 비틀림이 출력 파워에 영향을 분석할 수 있

도록 모델링 되었다 은 유도발전기의. Generator system

전기적 모델을 는 변압기 및 차단기Electrical equipment ,

역률 보상용 커패시터가 모델링 되었다.

  



  (1)

( 바람의 파워 블레이드의 단면적: [W], A : [],

 공기밀도[： ],  풍속: [],  출력 계수: )

(a)

(b)

그림 1. Type1 Wind Turbine

풍력발전시스템 구성도(a) Type1

시뮬레이션 모델 블록도(b) Type1

(a)

(b)

그림 2. Type4 Wind Turbine

풍력발전시스템 구성(a) Type4

시뮬레이션 모델 블록도(b) Type4



모델2.2 Type4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성(1) Type4

그림 는 풍력발전시스템의 간략화된 구성도2.(a) Type4

이며 블레이드 터빈 기어박스 유도발전기 및 동, , (GB), (IG)

기발전기 차단기 변압기 로(SG), Full Converter, (CB), (TR)

구성되어있다.[4] 여기서 는Full Converter MSC(Machine

와 가Side Converter) GSC(Grid Side Converter)

를 사이에 두고 구조를 갖는DC-Link Back-to-Back

를 말한다Converter .[7]

의 시뮬레이션 모델링(2) Type4

그림 는 시뮬레이션 모델의2.(b) Type4 Block diagram

을 나타낸다.[4] 각 블록의 구성 요소는 모델과 같이Type1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부 모델링은 다르게 되어 있다.

의 경우 에 의해 터빈과 발전기가 제Type4 Full Converter

어 되므로 블록의 출력은 파트에 입력되게 된다Control .

하지만 블록은 과 마찬가지로 바람의Aerodynamic Type1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블

레이드 피치각 제어는 하지 않는다 또한 모델은 컨. Type4

버터에 의해 출력이 제어되므로 는 변Electrical equipment

압기와 차단기만 모델링 되었다.

모델은 와Type4 MSC (Machine Side Converter) GSC

가 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Grid Side Converter) DC-Link

계통에서 보면 발전기와 는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MSC

으며 오직 제어 전류원으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시. Type4

뮬레이션 모델에서는 발전기는 제어 전류원으로 모델링 되

었다.
[7]

의 경우 기능이 있어Type4 FRT(Fault Ride Through)

계통 전압의 규정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계통과 분리되게

된다.

시뮬레이션3.

시뮬레이션3.1 Type1

선로에 전압 레벨의 로 초에서 초까20[kV] 20[%] 1.5 2

지 초간 떨어졌을 때 풍력발전기의 유효전력과0.5 Type1

무효전력 전압 전류 발전기와 터빈의 속도를 살펴보았다, , , .

풍력발전기는 계통 사고시 기능이 존재하지Type1 FRT

않아 계통에서 차단되게 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사고시.

에 풍력발전기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차단기능을 제거하

고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의 파라미터는. Type1

표 에 정리하였다1 .

그림 는 가 계통에 발생하였을 때3.(a),(b),(c) 80[%] LV

모델의 특징을 보여준다 계통 사고시에 발전기 속Type1 .

도는 급작스럽게 상승하나 계통의 복구 이후에는 본래의 속

도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유.

효전력은 복귀 이후 배 이상 증가 하며 전류 또한 배 이4 3

상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효전력의 경우 사고 전에.

는 무효전력을 소비하고 있지만 계통 사고시 무효전력을 출

력 하며 사고 후 배 이상의 무효전력을 소비는 것을 볼 수6

있다 결과 파형에서 보듯이 모델의 경우 계통과 직. Type1

접 연결되어 계통 사고의 영향이 발전기에 크게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전류의 상승은 계통과.

풍력발전기를 연결하는 차단기에 의해 트립 되게 되므로

를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LVRT .

시뮬레이션3.2 Type4

위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과 동Type1

일한 변수를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발전기. Type4

를 제어 전류원으로 모델링되기 때문에 모델과 같은Type1

상수 파라미터가 아닌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정수로 되어 있

으며 사용된 파라미터는 표 에 정리하였다2 .

모델은 특정 기준에 맞는 기능Type4 Grid code FRT

이 존재하지만 사고시에 풍력발전기의 특징을 파악Type4

하기 위해 제거하고 진행하였다.

시스템에서는 축의 비틀림으로 인해 터빈의 속도2mass

와 발전기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마치 로터와.

발전기가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식

로 나타낼 수 있다(2),(3),(4) .
[9]

계통 사고시 터빈과 발전기의 속도 차로 인하여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시스템의 공진주파수에 의한 진동이.

과진 되어 나타나게 된 것 이다 시스템의 공진 주. 2mass

파수를 식 를 이용하여 구하면 시스템의 공진 주파수는(5)

약 가 된다 그림 에서 보면 속도의 진동주파2.3[Hz] . 4.(a)

수가 이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 비교하여 는 속도의 진동이 더 큰 것을Type1 Type4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의 경우 계통 사고시에 속도. Type4

가 상승하게 되면 부하토크를 조절하게 되므로 속도의 진동

이 다소 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에서 보듯이 속도의 영향이 출력에4.(b),(c)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사고시 에도 컨버터에 의.

해 출력이 일정하게 제어되기 때문이다 사용된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는 역률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전력은‘1’

인 것을 볼 수 있다0 .

 ∙

 (2)

 ∙


 (3)

 


 (4)

 



∙ 




 


(5)



(a)

(b)

(c)

그림 시 모델의 시뮬레이션3. 80% LV Type1

발전기 속도와 터빈의 속도 유효전력과 무효전력(a) , (b) ,

전압과 전류(c)

(a)

(b)

(c)

그림 시 모델의 시뮬레이션4. 80% LV Type4

발전기 속도와 터빈의 속도 유효전력과 무효전력(a) , (b) ,

전압과 전류(c)



Rated power 2[MW]

Rated voltage 0.96[kV]

Nominal Frequency 50[Hz]

Pole pairs 2

Rs 0.01[p.u.]

Xs 0.1[p.u.]

Xm 3[p.u.]

Rr 0.01[p.u.]

Xr 0.1[p.u.]

Inertia of generator( ) 0.64*[]
Inertia of turbine( ) 4*[]

Shaft stiffness( ) 14*[Nm/rad]

Torsional Damping( ) 0.8*[Nms/rad]

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1. Type1

Rated power 2[MW]

Rated voltage 0.4[kV]

Nominal Frequency 50[Hz]

Inertia constant of

generator ( )
0.7275[sec]

Inertia constant of

turbine( )
4.225[sec]

Shaft stiffness( ) 14*[Nm/rad]

Torsional Damping( ) 0.8*[Nms/rad]

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2. Type4

과 의 시뮬레이션 비교3.3 Type1 Type4

그림 는 과 에서 출력되는 유효전5.(a),(b) Type1 Type4

력과 전류의 최대값을 에 따라 나타낸 파형이다LV level .

은 계통 전압이 로 떨어졌을 때 이며 사LV level 0[V] 0[%]

고가 없을 때를 로 나타내었다 시간은 위와 같100[%] . LV

이 초가 지속되는 것으로 하였다0.5 .

의 경우 계통이 완전히 차단된 경우 배 이상으Type1 2.5

로 크게 유효전력이 상승하며 전류 또한 정격의 배 가까이4

상승하게 된다 이는 계통 사고시에 계통과 풍력발전기의.

접속부에 별도의 차단기가 없으면 풍력발전기가 소손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의 경우 가 발생하게 되면 유효전력과 전류가Type4 LV

약간 상승하게 되나 사고에 상관없이 일정한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와 그림 를 보면 사고 복구 후 유효전력과 전류. 4 5

가 약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계통 사고시.

전압이 상승하게 되고 계통의 사고 복구 시 상승DC-Link

한 전압을 내리기 위해 전류 지령이 상승하게 되DC-Link

어 출력 전류 값이 약간 상승하게 된 것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회복되게 된다.

(a)

(b)

그림 에 따른 과 최대값 비교5. LV level Type1 Type4

유효전력 최대값 전류 최대값(a) , (b)

결론4.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PowerFactory

하여 풍력발전기 시뮬레이션 모델과 풍력발Type1 Type4

전기 시뮬레이션 모델이 각각 계통의 저전압 사고시에 어

떠한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적.

으로 계통의 저전압 사고시 의 출력은 과전류 및 과Type1

도 토크를 발생하기 때문에 를 위한 별도의 외부 장LVRT

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 경우에는 유효Type4

전력과 무효전력의 출력이 인버터에 의해 제어되므로 계통

저전압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 가능하며 구간에LVRT LV

서 무효전력을 출력하여 계통의 사고 복귀에 도움을 줄 수



도 있다 향후 다양한 풍력 터빈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해 가지 타입의 출력 특성을 모두 비교 검토할 예정이4

며 실제 국제 규격에 준하는 모의실험 결과와 비교를, LV

통해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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